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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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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나눔의 힘으로
갈등의 시대를
넘어갑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위기의 상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입니

을 기꺼이 출연하여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며, 국민

가히 혼돈의 시대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험사회공헌기금, 그리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의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책을 찾는다면 오

복지 증진의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자 했습니다.

테러 사건들, 인종·종교·성별로 인해 드러나는 차별 의식, 국

세 바퀴가 서로 합심하여 맞물려 굴러간 흔적들.

히려 현재의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내외의 극심한 정치적 격랑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는 지금 엄
이제 지난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하며, 10년 동안 함께 걸어온 그

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배려와 통합이 아닌 갈등과 분열,

이 세월은 결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혼자서는 걸어올 수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길을 되돌아보고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 여정에는 한결같이 곁

이기적 선택만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듯이 보입니다.

없는 길이었습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협약사, 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치적 변화가 거세졌고, 이와 더불

을 지켜준 많은 분들의 노력과 희생, 사랑이 배어있습니다. 어

어 경제적 불확실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계속되는 취

려움 속에서도 경제적 나눔을 실천해준 회원사들, 현장에서 직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표면적인 현상 그 아래에는 평화와

업난과 경기 불황,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커다란 시

접 뛰며 묵묵히 사회의 아픔을 치유해오신 복지단체 및 공익법

안정, 통합을 갈구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도, 가계도 견디기 힘든 한 해

인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위로의 손길을 내어주신 수많은 자원

것을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픔을 보듬는 인류애, 정(情)의 문화

지난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

를 보냈습니다.

봉사자분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

가 우리 민족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혼란과

도록 2016연차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16년에는 생명보험사회

회의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갈등도 현명하고 지혜롭게 극복해나가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헌재단의 7대 사업을 4대 사업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동가, 복지법인, 자원봉사자분들 모두의 열정과 희생에 진심으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

로 감사드립니다.

2개 분야, 7대 사업으로 개편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다. 힘들수록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작은 것

다시 출발선에 서는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생명보험의 핵심 정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그 정(情)의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1개 협약사가 더 늘어난 20

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우리 사회를 아직

신인 생명존중, 상부상조, 생애보장의 가치는 언제나 잊지 말

만든 단체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생

개 협약사와 64개 지정법인들이 공헌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셨

살만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야 할 위원회의 행동 기준입니다. 회원사의 소중한 물적 지원

명존중의 마음, 받은 은혜를 갚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생명보험

습니다.

과 수많은 분들의 인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 우리 사

의 핵심 가치이자 실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올해는 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상호부조와 나눔의 가치를 내걸고

회의 어두움을 밝히고, 구석구석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

런 보험산업의 본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합심

앞으로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더 큰 아픔을 예방하고,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입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 위원회를 만든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건강한 사회,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

의 모습에 맞춰 지원의 대상과 형태를 고민하고, 미처 생각하지

겠습니다. 더욱 많은 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니다. 생명존중의 의미를 확인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실천하
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 먼저 손을 내밀고자

앞으로도 변함없는 믿음과 애정으로 이 여정에 동참해주시기를

못한 곳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둘러보면서 ‘국민복

노력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20개 출연 생보사들은 지원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증진’에 힘써왔던 그 시간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생명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수창

이경룡

생명보험협회 회장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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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 구성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장과

따스한 손길로
생명의 소중함을
전합니다

업계 대표를 비롯,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외부인사 중 1인과 협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외부인사가 과반수를 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
구분

2007년,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매년 생명보험회사들이 힘을 모아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기본 정신인

‘상부상조’와 ‘생명존중’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공동위원장
위원

성명

소속

이경룡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이수창
김성태
강정화
김운호
조성극
차남규
김창수
신창재

생명보험협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한화생명 대표이사
삼성생명 대표이사
교보생명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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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집행현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효율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총 집행금액(2016)

위해 산하에 3개의 운영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326.5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07년 12월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생명보

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보험의 기본 정신인 생명존중과

생애보장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4대 목적사업을 전개하

재단

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기금

헌기금은 생명보험의 건전한 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됐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기
타 대국민 복지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회공헌위원회 지

정법인은 매해 60 ~ 80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로 이루어집니다.

외된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에서

15.6
9.8
8.9
8.4
34
32
2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비, 국민 건강증진 등의 문화를 확산하는 공익확산 분야

복지법인 및 공익법인을 파트너로 선정, 우리 사회의 소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정보 제공과 가치관을 교육하는 학술교육 분야, 노후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습니다. 기금의 주요 활동은 금융보험에 관련된 올바른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33.6
34.5
8.9
18.5

생명존중 지원사업

의 가치 확산에 힘쓰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008년 3월 생명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생명보험사회공

자살예방 지원사업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을 통해 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억원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지정법인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48.2
25.4
10
36.7

어린이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순수 사업비 기준

(일반 관리비, 홍보비, 예비비 제외)

단위: 억 원

12
자살예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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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chapter

1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가치를 회복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4대 목적사업을 펼칩니다.
자살 예방, 저출산 해소, 고령화 극복,

생명존중 지원사업을 통해 살만한 세상,
좀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14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16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18
생명존중 지원사업

10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16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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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이웃이 없도록
4대 목적사업을 펼칩니다.
자살예방 지원사업

33.6

억원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8.9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통
해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소중히 가꾸도록 지원합니다.

억원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고령화는 막대한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옵

35.2 %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34.5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집행금액

니다.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고령화극복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9.3 %

95.5

생명존중 지원사업

억원

억원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고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생명존중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억원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출산 문제

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9.4 %
36.1 %

18.5

*순수 사업비 기준

(일반 관리비, 홍보비, 예비비 제외)

12

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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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살예방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 자살률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합니다.

절망 속
희망 찾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SOS생명의전화기 설치 및 운영사업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사업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지원사업

보급하여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Hot-line)’를 설치해 자살시도자의 구조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있도록 다양한 치료 및 교육을 지원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응급의료비를 지원해

음독자살에 취약한 농촌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과 농약빈병수거함을

연령층별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60대

37.5

70대

명

57.6

농약음독은 60 ~ 80대에서 높은 수준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교량에 상담과 신고를 위한 ‘SOS생명의전화

명

78.6

농약안전보관함, 농약빈병수거함 보급 및 모니터링

'16년 총 6개도(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등)

51개 시 · 군 농약안전보관함 7,747개 / 농약빈병수거함 244개 보급

마을주민 대상 생명존중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교육, 우울증 검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생명사랑 녹색마을 조성 지원

주민 주도의 자살예방관리 협력체계 구축

주민 주도형 생명지킴이 활동 심사 및 시상

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

명

2015년 26.5명

SOS생명의전화기 설치

18
1,193

잠실철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등)

건 상담

SOS생명의전화기 효과

222
전체의 43%

건 구조

사망원인 1위 자살

자살고민 위험 有

%

자살계획 경험 有

3.8

%

200
515

건 119 출동

자살시도 경험 有

2.4

%

명 생존

2015년 자살시도자 543명 중

ㆍ생명존중 인성교육 서울 128개 초등학교 16,907명

ㆍ고위험군 청소년 미술, 연극치료 서울 38개 중학교 246명
ㆍ청소년 연극공연 상연 청소년 59개교 4,464명
ㆍ교우관계 진단검사 서울 27개 중학교 4,811명

응급실을 찾은 자살시도자 대부분이 치료조치 없이 귀가해 다시
자살 재시도를 예방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사업

'16년 5개 교량 추가 설치(행주대교, 가양대교,

대

1
11.7
위

1

80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

ㆍ장애아동 생명존중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교육 52개교 276명

75.6
25

%

배

자살시도자 내원자 중
신체적 손상률
일반인 대비

자살 재시도 가능성

응급의료비 지원

27
248
6

개 병원 협약
명 자살시도자 지원

회 지역 연계 위기개입서비스

14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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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해소 지원사업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출산에 대한 의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의료비 지원, 보육환경 개선, 양육부담 경감 등의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 웃음이 넘치는 가정 만들기에 앞장섭니다.

내일을
여는 꿈
보육 지원사업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은 일 · 가정 양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차별화된 보육환경과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합니다.

1.2
31.4
43

평균 연도별

명

합계출산율(저출산 국가)

%

%

워킹맘 직장생활
중단 경험

자녀보육시설
미비 이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13

개소 건립

'16년 인천부평생명보험어린이집
신규 건립

개소 수탁 운영

85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무돌봄센터’를 지원해 농어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지역 특성

개선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합니다.

국가의 지원이 닿기 어려운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에 ‘생명꿈나

생명숲어린이집 수탁 운영

7

보육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명 정원

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료미술심리치료 상담서비스 등

80
29

보육전문성 강화

생명꿈나무돌봄센터 설치

특성화프로그램 진행

세로토닌 빌리지, 세로토닌데이, 창의인성리더십 프로그램,

보육교사 특성화프로그램, 중간관리자 교육, 기관장 리더십 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 운영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탁 운영해 건강한
보육 문화를 정립합니다.

ㆍ서울종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도시 밀집율

%

전국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부재율

%

한국YWCA연합회와 함께 환경개선 및 돌봄서비스 지원

10
153

개 지역 센터
명 아동 이용

'16년 5개 신규 개소 지역

안동시, 사천시, 광주 광산구, 속초시, 순천시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고위험 임신에 대한 인식을

평균 출산 연령 32.2세('15년 기준)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 증가(산모 4명 중 1명 고령 산모)
고혈압, 임신성 당뇨, 조산 등 고위험 임신 증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ㆍ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60만 원
ㆍ'16년 고위험 임산부 596명 지원

ㆍ임신, 출산, 육아 정보 SNS정보 공유

ㆍ임산부배려 캠페인 및 출산장려 캠페인

16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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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빠르게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령화극복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경증치매노인의 증상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실버세대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인생 2막
기억키움학교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기억키움학교’를

운영하여 치매 증상의 악화를 막고, 부양 가족의 물리적 ·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10
3

명 노인 중

명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

기억키움학교 운영 지원

18
292

미니 인터뷰
경기 3

서울 7

개 시설
명 지원

'16년 5개 추가개소

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 감소

주요 프로그램

도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제주 1

ㆍ부양가족 스트레스 해소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를 지원해
저소득 만성질환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우리나라 노인 건강상태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부산 2

('16년 12월 사업 종료)

ㆍ심리기능 강화, 기능회복 강화, 운동치료,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증치매어르신 인지기능 강화

서초구 기억키움학교의 건강체크나 교과내용, 기타 간식 제공 등이
불안이 많은 노년기에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진행 속

전남 1

강원 정선군, 홍천군)

5
55

강원 3

경북 1

(서울 중랑구, 도봉구, 서초구,

치매 고위험군 조기 치료 시

기억키움학교 프로그램 이용자 원종순 님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지원사업

만성질환 2개 이상

72.2

%

우울 증상

33.1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설치

%

영양관리 주의 / 개선 필요

49

%

'16년 서울시 2곳(종로노인종합복지관, 월곡종합사회복지관) 100명 이용

18

생명존중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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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희미해진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생명존중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응원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회적의인들을 기억합니다.

생명,
아름다운 가치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6,000
142
50 ~100
의료비 지원

550
416
500

명

종
만원

만명

통합케어(Total care)가 가능한 희귀질환센터 3곳을 운영 지원합니다.

1. 호흡재활센터(강남세브란스병원)

국가의 의료비지원가능질환

ㆍ환자 · 보호자 및 의료진 교육, 교육책자 제작 · 배포, 사회인식 개선 활동

종류 수

종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 복지서비스의

희귀질환
종류 수

여개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지원사업

우리나라

희귀난치성질환자 수

ㆍ호흡재활 전용병실 운영, 방문간호 서비스, 호흡재활 정기검진비 지원

편안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정성껏 치료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길 바
랍니다.

85
2
배

명

하루 평균

안전사고 사망자
OECD 평균의 약 2배
(OECD 최고 수준)

하거나 생명까지 내어준 분들을 ‘사회적의인’이라 부르며, 이들을 지원하기

ㆍ유전에 기인한 희귀질환 조기 검사 진단비 지원

의료비 실비 지원

위해 많은 의료진 분들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유롭고

과 일반인을 발굴, 지원해 생명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확산합니다.

ㆍ청소년 멘토링,힐링캠프,심리감성프로그램 실시

ㆍ환우와 직접 접하는 전문가 대상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질환별 교육

희귀난치의료비 산정특례(142종)에 미포함된
1인당 최대 500만 원 내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조금이라도 병을 호전시키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국가공무원

사회적의인 선발 및 시상

3. 뮤코다당증센터(삼성서울병원)

질병(274종)까지 포함하여 총 416종 지원

제대로 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던 뮤코다당증 환자들이 서로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2. 희귀난치통합케어센터(전남대학교병원)

'16년 550명 지원(의료비 546명 + 희귀의약품 4명,
기준 중위소득 이하 및 최고 재산 약 250% 이하)

삼성서울병원 뮤코다당증센터 조주호 환우 어머님

미니 인터뷰

일상의 여러 위기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포기
위해 ‘생명보험의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16년 111명)

ㆍ2016년 3월 설립 이래 국내 환자의 90% 이상 집약

경찰공무원 생명보험의인상 시상

25명, 1억 원 지원

ㆍ효소주사치료를 위한 전용공간 개선

해양경찰공무원 생명보험의인상 시상

26명, 1억 원 지원

ㆍ환우 자조모임 지원

소방공무원 생명보험의인상 시상
일반인 생명보험의인상 시상

26명, 1억 원 지원
34명, 1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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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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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교육
문화사업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32
공익확산분야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생명보험의
공익적 가치와 문화의 확산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금융보험에 관한 학술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보험문화를 정착시키고, 노후준비,
국민건강증진 등 공익을 위한 캠페인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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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2016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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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생명보험의 공익적인 가치와
문화를 기반으로 올바른 금융보험 문화를 정착시키고,

학술교육분야

더 나은 미래 만들기에 앞장섭니다.

공익확산분야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34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15.6

전국민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노후준비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억원

금융보험교육은 어릴 때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

기금은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이 금융보험에 대한 올바른 정
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을 전개합니다.

30.7 %

14.1 %

억원

금융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
체험관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IT기기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금융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억원

대학 및 각종 학술단체의 보험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국내 금융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유도합니다.

8.9 %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집행금액

110.7

억원

억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보험학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생 및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칩니다.

억원

바람직한 생활 습관 형성, 올바른 의료 이용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

28.9 %

리 국민이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원합니다.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2

억원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보험범죄의 피해를 막고, 선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8.0 %

인재양성 장학사업

8.4

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8.9

제시함으로써 행복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2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9.8

억원

7.6 %

1.8 %

*순수 사업비 기준

(일반 관리비, 홍보비, 예비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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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학술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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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25

1,155

16년 금융보험
방문교육 횟수

미래의 경제주체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금융보험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고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보험 교육과 체험활동을 전개합니다.

찾아가는 금융보험 방문교육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금융보험 방문교육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다양한 교재와 교구를 활용, 쉽고
재미있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16년 186개교 방문 / 1,155회 / 34,148명 교육

※ 2016 금융감독원 금융공모전 우수프로그램 선정('16.10.27)

행복한 미래로
한발더
학술교육분야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융보험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쉽고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국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금융보험 뮤지컬 순회공연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으로 금융보험 뮤지컬 순회공연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노래와 흥미로운 볼거리로 금융보험에
쉽게 다가가게 합니다.

어린이 뮤지컬〈캡틴 가디언〉

전국 초등학교 80회 / 26,828명 관람
청소년 뮤지컬〈키다리 아저씨〉

전국 중 · 고등학교 100회 / 42,655명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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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금융보험 여름캠프
참가인원

148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교사 직무연수
이수인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금융보험 여름캠프’

중학생 및 학부모 120명이 참여한 ‘금융보험 여름캠프’를 2박3일간

진행했습니다.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시간이었습니다.

전국 초 · 중등 교사 금융보험 직무연수(1월/ 8월)

전국 초 · 중등 교사 총 148명을 대상으로 금융보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금융보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들에게 효과적인 금융보험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15년 연수기관 평가 A등급 획득(서울시 교육연수원, '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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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성인 대상

금융보험교육
참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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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일반 성인 대상 금융보험교육

일반 성인 대상 금융보험교육을 통해 건전한 보험문화를 확산시키
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대문도서관 특강(2회 / 55명)

보험출입기자 아카데미(4회 / 90명)

찾아가는 금융보험특강(4회 / 174명)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운영
제 4기 금융보험 전문강사 선발(16명, 현재 전문강사 총 49명)
학교 방문교육용 교재, 강의교안 신규 제작
학교 방문교육용 게임교구재 신규 제작

금융보험교육 관련 외부기관 협업
6개 금융협회 공동캠페인 실시

금감원, 1사1교 금융교육 지원(25개사, 1,269개교 결연)
EBS(2TV) 금융산업별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작 · 방영

1사1교 금융교육
결연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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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학술교육분야

4,789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사업

체험학습
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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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진로학습
교육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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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는 어려운 금융보험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생명보험체험관입니다.
첨단 IT장비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금융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 선택을 지원합니다.

체험·진로학습 운영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키고, 보험직업 강의, 보험사 방문 등의 진로학습으로 학생들
의 진로선택을 지원합니다.
체험학습: 186회 / 4,789명
진로학습: 52회 / 1,335명

시설대관: 101회 / 3,905명 이용

금융보험 문화체험 행사

서울 및 수도권 초등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보험 문화체험 행
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금융보험교육사업 홍보

전국 초 · 중 · 고등학교 대상 금융보험교육사업 안내공문 발송
교육프로그램 안내용 통합리플렛 제작 · 배포

금융보험교육문화사업 홍보자료 제공: 국민일보, 보험신보, 머니위크,
파이낸셜 기획기사 등

대외기관 수상 및 인증
특수분야 연수기관 평가 ‘A’ 등급 획득(서울시 교육연수원, '16.2.12)
금융감독원, 금융공모전 우수프로그램 선정('16.10.27)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16.11.22)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16.12.13)

센터 시설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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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인재양성 장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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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활동

인재양성

지원사업

장학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대학 및 보험관련 학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대학(원)생 및 해외유학생을

선진 보험이론 ·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국내 보험산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활동 지원을 통해 인재양성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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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 국내 금융보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학 보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국내 대학(원) 장학사업

화하고 관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으로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주요 대학의 보험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금융보험교육을 활성

서울대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교수’

보험전공교수 2인 임용, ‘보험과 위험관리’ 등 보험과목 운영

한양대 ‘보험계리발전기금’ 조성

국내외 계리석학 및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계리관련전공 장학금 지급

보험학과 소속, 보험과목 수강, 보험관련 자격시험 합격 등을 기준

실적

대학생 189명, 1인당 200만 원

대학원생 38명, 1인당 300만 원

숭실대 ‘아시아 보험계리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지원

'16년도 신규선발 총 8명 (베트남, 필리핀, 몽골, 중국, 인도네시아)

보험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지원

보험관련 학회의 학술세미나, 정책토론회 개최 및 신진연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 보험이론 · 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보
험산업의 발전 및 보험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5개 학술단체

한국보험학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한국보험법학회,
한국계리학회, 한국연금학회

해외박사 과정 장학사업

보험전공 해외박사학위 취득자 양성을 통해 글로벌 보험인력을
키우고자 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원,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전공 박사 과정이 개설된 주요 해외(미국, 영국 등)
박사과정 장학생 10명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관련 서적도 구입하고,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어서
1차 보험계리사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현지연 학생

32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

공익확산분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33

167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

노후준비문화

관련 특강 횟수

100세 시대를 앞둔 고령화 사회에서 체계적인 노후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합리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노후준비 인식제고 캠페인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캠페인 앰블럼 및 캐치프레이즈를 제작

하고, 홍보대사 위촉, 공익광고 송출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효
과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극장 광고영상, 버스 및 가상광고, 정보 및 교양프로그램,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SNS 광고, 이모티콘, 언론보도 등

나, 너, 우리

공익확산분야

생명보험의 가치와 목표는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사회의 공익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후준비, 건강한 신체관리 등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입니다.

© 국민일보 곽경근 기자

행복수명데이(10.10) 기념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및 시상식 개최
행복수명지표 개발 및 자가진단 서비스 개발

노후준비문화 확산 관련 무료 특강
© 국민일보 곽경근 기자

한국능률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대국민 노후준비 인식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은퇴준비와 체계적인 준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행복수명 100세 시대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라’
총 167회, 15,369명 교육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 실태 및 해외 모범사례 소개

 은퇴 후를 대비한 재무적 준비 및 사회활동, 건강, 가족관계 등 비재
무적 준비사항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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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문화 확산사업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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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문화

보험범죄방지

확산사업

캠페인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만들고 있습니다.

보험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의료이용 문화를 조성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은
생명존중사상의 사회적 공유를 도모합니다.

국민건강증진 문화확산 캠페인

보험범죄방지 캠페인

의료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했습니다.

‘바른건강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 형성 및 합리적인

 ‘바른건강’ 5대 수칙
 1. 주 3회 이상 운동
2. 금연 · 절주하기

보험사기특별법 시행(9.28)에 맞춰 보험범죄방지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방송 홍보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지원

3. 싱겁게 먹는 식습관

 언론 홍보

5. 가벼운 질환은 동네병원

 보험사기방지 거리 캠페인

4. 스트레스 해소법 찾기
 공익캠페인 광고

 종편 공익광고 60회, 옥외 전광판 광고 전국 20개소 90,931회 송출,
9호선 25개 역사 지하철 행선안내기 광고

 건강관리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

 비만 관리, 복약 정보, 척추 질환 등 건강관리 콘텐츠,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공

지역 대학병원, 방송사 연계 건강강좌 실시

지역 내 주요 방송사와 공동 주최하여 대학병원 교수가 진행하는
건강강좌를 실시했습니다.

 뇌졸중, 부인과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노년 건강관리, 관절염 및 골다공증 등
 부산, 광주 각 3회 / 총 2,328명 참여

 주요 경제지, 일간지에 보험범죄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보험범죄방지 관련 홍보 전단지 배포 등 캠페인 진행
서울,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 / 6회

보험사기방지 포스터 제작

금감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홍보하는 포스터
를 제작하여 전 회원사 지점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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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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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48
어린이·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56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0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지정법인들과 손잡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열어갑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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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복지 사업을 발굴, 실시하고자 매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공익법인을 파트너로 선정,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48.2

8.3 %

억원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사회의 도움과 이해가

필요한 곳을 찾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함께할 수 있도
록 돕습니다.

10

억원

청년, 여성가장, 시니어 등 생산활동 의지를 지닌 이들이 자신의 잠재

40.1 %

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씁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집행금액

120.3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36.7

억원

억원

질병예방 교육,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성, 사회복지종사자의 재충전

어린이 ·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25.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0.5 %

억원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 ·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살피고 지원합니다. 다양한 교육, 인성 프
로그램으로 성장시킵니다.

21.1 %

*순수 사업비 기준

(일반 관리비, 홍보비, 예비비 제외)

프로그램 지원 등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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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및 장애인 지원

더 가깝게
더 따스하게

홀몸어르신이나 장애인은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 지원과 정서적 보살핌으로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사업
독거노인 보청기 지원

저는 아프가니스탄 소녀 나즈마(가명)의 오빠입니다.
제 동생은 입천장이 삼각형 모양으로 갈라진 구개열 때문에 음식을 먹기도 어렵고,
소화가 더뎌 또래 친구보다 몸이 작습니다.
그동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미루던 수술을 라파엘클리닉이 지원해 주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오빠가 되고 싶습니다.
라파엘클리닉 수혜자 나즈마(가명) 오빠

‘청춘의 소리를 찾아주세요’

사랑의달팽이

독거노인 지역사회 보호시스템 별★별마을

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청력을 회복할 수

홀몸어르신들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난청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에

있도록 ‘청춘의 소리를 찾아주세요’ 사업
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7개 지

역의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선별된 독거노인 40명을 대상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귓본을 제작해 각
대상자의 청력에 맞는 맞춤보청기를 지원

아직도 우리 곁에는 외롭고 힘든 이웃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다 감싸안기 어렵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이
홀몸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지친 삶을 응원하고
실질적 지원 방법을 고민합니다.

했습니다. 착용 한 달 후에는 보청기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소리를 조절하는 등 이

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이 소리의 단절로 인한 고

립에서 벗어나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마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독거노인 지역사회 보호시스
템 ‘별★별마을’ 사업을 펼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마

을 공동체를 조직, 서로 간의 안전을 확인

하고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등 홀몸어르신들의 능동적인 공동체 생
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마을 리

더를 양성하여 리더 중심의 주도적인 마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별★별마을
서포터즈 조직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마
을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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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Four P’ 프로젝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발달장애인의

점자촉각아트북 지원 ‘손가락이 책을 읽다’

우리들의눈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지며 읽는 점자촉각

아트북을 제작 및 보급하여 이미지 학습

의 기회를 제공하는 ‘손가락이 책을 읽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연구원 3인과 시각
장애인이 포함된 자문위원 9인이 함께 10
개월에 걸쳐 점자촉각아트북 2종(학습교
재 1권, 실용도서 1권)을 연구〮개발했으며,

각 30권씩 제작 및 배포했습니다. 또한 촉

각책 1종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앱, 오디오

북을 개발하여 전국 시각장애 관련시설 및

교육기관 30여 곳에 보급했습니다. 점자
촉각아트북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시각장
애 도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각장

애인의 예술 향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
었습니다.

장미(장애와 미래) 프로젝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 청년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진출하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장미(장애와
미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장미뉴스 기자단’, 장

애 청년이 기획하는 팀별 프로젝트 ‘장미기

획단’을 통해 장애 청년의 리더십 형성, 진

자립과 권익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권익옹
호인의 역량 강화 사업 ‘Four P’ 프로젝트

를 진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실무자
및 장애인 보호자(부모)를 대상으로 권익

발달장애 인식개선 ‘하트해피스쿨’

하트하트재단

하트하트재단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긍정

중국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

한벗재단

한벗재단은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고 복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하트해피스쿨’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

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중국 장애인복리기

을 통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지지체계의

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750대를 지원했

장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전문 음악교육을

를 구입, 각 도시별로 송달했고 사후 관리

사회재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밀알첼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금회와 함께 중국 남경, 북경, 사천 등의 중
습니다. 한국기업 OEM 제품의 전동휠체어
로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음악적 재능이 있는 발달

앙상블 ‘날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

개발하고, 직업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

에 재능을 가진 장애 아동들이 꾸준히 교

들의 발굴과 훈련을 통해 장애 청년의 개인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또한 정기연주회,

선효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강사 공연, 장애인식개선 콘서트 등을

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 앙상블

육을 받아 전문 음악연주자로 성장할 수

적인 성장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

장을 찾아 학년별 시청각 교육, 발달장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로 탐색, 비장애 청년과의 협업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역량 있는 장애 청년

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이해 교육프로그램

밀알복지재단

옹호인을 양성하고, 독립적 권익옹호 교

재 편찬 연구, 교육과정 개선 TFT 운영 등

적 인식을 확산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

있게 지원하고, 음악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연주봉사 등 ‘날개’의 연주활동을 통해 발
달장애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및 관심 제

고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을 육성하여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재능을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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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 나라에
교육, 주거, 농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또한 우리 국민으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복지 향상과
사회 적응을 도와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베트남 빈곤농가 소득 증대 위한 경제작물 지원

베트남 지원사업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베트남 전 지역에

보건환경 개선사업, 건강보험증 교부사업,

사랑의집짓기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
다. 극빈층을 위한 보건소 건축 및 인프라
를 지원하고 베트남 차상위 계층에 8,200

개의 건강보험증을 교부했습니다. 또한 베

트남 3개 지역 극빈층 및 무주택자에 신규

주택을 건축, 무상으로 양도했습니다. 보

건환경 및 생명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본 사업들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
습니다.

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에 자립 기반을 마

라파엘클리닉
베트남 교육기자재 지원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부터 이주노동자

를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 무료진료를 시작

지구촌나눔운동

해 올해로 20년 째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

농기자재 지원사업, 종묘농가 가정방문교

이웃을 돕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지

자,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

시했습니다. 또한, 조합 결성을 통한 주민

육기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다. 정밀검사, 수술, 입원 등 2차 진료비 지

련할 수 있도록 경제작물 지원사업을 펼
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베트남 번째

성 극빈농가를 대상으로 종묘 지원사업,

육 지원사업 등 소득증대 프로그램을 실

지구촌나눔운동에서는 지구촌의 가난한

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고자 베트남에 교

조직화로 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주도

‘베트남 꿍냐우희망 컴퓨터교실’이라는 이

량강화 프로그램도 병행했습니다.

의 중학교 10곳에 컴퓨터, IT기기 등 첨단

하고 전문적인 농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역

한코리아

다문화 진료 지원

글로벌비전

글로벌비전은 베트남 빈곤 가정의 대다수

이중언어강사 역량 강화 사업

름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베트남 하노이

교육기자재를 지원하고, 교육환경을 개선

함으로써 미래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습니다.

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 17과를 갖

춘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소로, 외국인근로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한국여성재단

언어강사의 역량 강화 사업을 전개했습니

다. 이번 사업은 교육의 질 향상뿐 아니라

이중언어강사들이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응을 돕고자 다문화 아동 외가방문 지원사

기부여에도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습니다.

트남 결혼이주 여성 및 자녀 25가정 100

‘다문화 가정을 위한 수호천사키트 만들기’

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문화 아동들은 엄마

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증진시키고, 이주 여성들의 한국 사회 적
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베

원과 함께 연 4회 ‘찾아가는 이동진료(대전,

명을 대상으로 총 7박 9일의 외가방문 시

삶의 질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좀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

한국여성재단은 다문화 가족 간의 이해를

에 무료진료 및 질병예방 교육을 시행합니

춘천, 인제, 홍천)’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사)한코리아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외가 가족들과

오찬 및 현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주체

적인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기

회가 됐습니다. 특히 한 · 베 문화교류 10주
년을 기념하여 기념식 및 교류활동을 전개

해 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갖고 계속 교육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동
또한 봉사단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과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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딛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인원이 깨끗하고

지원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낡고 노후한 복지기관의 시설 개선에
집중합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회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은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통

해 저소득층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
제적, 사회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

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처한 긴급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현장인 사회복지시설에 신속하

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천사랑분교 방과후교실 지원

그룹홈 집수리 지원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협의회

녹동초등학교
시산분교 외 3곳

엄마와 내가 가꾸는 Happy Home

소외계층 법률지원

(사)글로벌비전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무료 법률상담 및

글로벌비전

이 당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성가장
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엄마와 내가 가

교육 소외계층인 지방 분교의 교육 내실화

꾸는 Happy Home’ 사업을 진행했습니

그룹홈은 가정해체, 빈곤 등으로 부모와 함

위해 분교 방과후교실 개선사업인 ‘천사랑

해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사회관계망을 형

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소규모 생활시설입

년에는 전남 고흥의 녹동초등학교 시산

낙후되고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교, 충남 태안 소원초등학교 의향분교, 전

환경을 개선하여 그룹홈 아동들이 건강하고

곳의 천사랑분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

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점차

그룹홈 집수리 지원사업은 그룹홈의 주거

와 지역 내 거점으로서의 문화공간 제공을
분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6

성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분교, 충북 보은의 수정초등학교 삼가분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검진으로 한부모가

남 무안 현경초등학교 해운분교 등 모두 4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는 내실 있는 방과

5군데를 선정,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돌봄,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돕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의 그룹홈

다. 한부모가정 네트워크 및 멘토링을 통

후수업이 운영되고, 독서, 지역 위탁아동

평생교육 등도 이루어져 다양한 학습문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3세대가 함께하는 자급자족 유기농 텃밭

가꾸기 ‘해피투게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1.3세대가 함

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을 통해 가족 간

께하는 자급자족 유기농 텃밭 가꾸기- 해

정 가장의 건강 증진 및 가정해체를 예방

관계망이 취약한 독거노인이 청소년 봉사

하고 있습니다.

피투게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회적

법률구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

력피해여성, 미혼모, 다문화 가정 등 법률

소외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법률소송
구조, 법원 출장 · 화해조정 · 소장 작성 지원

등의 출장 상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 또한 미혼모 상담, 캠프, 가족교육, 강
의 등 미혼모 권익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을 별도로 운영 중입니다.

자와의 결연을 통해 함께 텃밭을 가꾸고,
요리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사회

적 네트워크 구성, 세대 간 통합과 독거노
인 보호체계 구축 효과도 얻게 됩니다.

저소득가구 가계재무구조 개선자금 지원

함께하는인천사람들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은 제도권 금융

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에게
마이크로크레딧 자금(무담보 소액대출)

을 지원하여 자립과 자활을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저소득가구에

고금리 대환자금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융
자를 지원함으로써 실질 가용소득을 높이
고,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
전망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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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지원

푸른 꿈이
자라는 아이들

어린이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이자
사회적 고통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그날까지

투병 중인 아동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복지 지원사업
극소저체중 출생아와 가족을 위한

와숲에 참여한 아동들은 정서 및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자기 표현과 자신감, 집중력, 관찰력
그리고 사회성과 인지사고력에 질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참여율이 높을수록 긍정적 변화가 높게 나타나 아동들의 와숲 참여를
독려하고 싶습니다.
임영순 사과나무심리상담센터 센터장

도담도담지원센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도담도담지원센터는 1500g 미만의 극소

저체중출생아에게 성장 · 발달 및 생애주기

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
니다. 빈곤에 따른 장애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행동발달과 기능보강에 필요한 통

합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한 극소저체중출생아를 둔 부모에게 정서
적 지원과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지

행복한 어린이 · 청소년이 미래를 건강하게 이끌어 갑니다.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어린이 · 청소년의 복지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원교실’을 운영해 불안감과 양육 스트레
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아암 환자 항균키트 및 통합 지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암 환자의

치료과정 지원을 통해 회복 의지를 높이

고, 퇴원 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에는 소아암 환자 1,500명에게 항균키트

를 지원하여 감염 위험이 높은 소아암 환

자들이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접치료비 부담을 경
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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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결손아동
지원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나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어린이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숲치유프로그램 ‘와숲’

‘삶을 바꾸는 핵심기술, 스스로 요리’

녹색교육센터는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

(사)푸드포체인지는 라면이나 가공식품

녹색교육센터
입양아동 지원사업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입양대상 아동들이 입

양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먹거리변화 프로젝트

로 숲생태감수성 향상 프로젝트 절기따라

푸드포체인지

에 익숙한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자연따라 숲에서 놀자! ‘와숲’을 진행했습

아이들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요리할 수

만날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 아동에게 숲

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

니다. 경제적 환경과 어려움으로 자연과

있도록 ‘삶을 바꾸는 핵심기술, 스스로 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직업훈련사업

‘청소년창업아카데미’

월드비전

월드비전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지역의

에서의 자연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

천 지역의 초 · 중학생을 대상으로 쉽고도

15 ~ 24세 미취업 빈민가 청년들을 대상

반)를 운영하고 의료비(기초진단검사 및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바른 먹거리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건

시행했습니다. 직업 훈련을 통해 저소득층

장 발달과 이후 새로운 양육환경의 적응을

기적인 숲생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도 도

력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

수 있도록 양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

다. 이스턴데이케어센터(보육반/교육특강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
돕습니다. 또한 아동의 직접양육을 책임지

는 위탁모 교육 및 코칭, 상담을 통해 양육
환경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써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며 정서적 안정과

또한 지역아동센터 및 공부방과 연계, 장

모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직접 해보는 요리수업,

강한 식습관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원동

으로 ‘청소년창업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청년들의 사업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다. 또한 창업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관심

을 높이고, 다방면으로 취업의 대안을 찾

아 진취적이고 원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
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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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성함양 지원
경쟁 위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어린이 · 청소년들이 따뜻하고

풍부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서, 환경, 경제, 심리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책이 희망이다’

‘사람, 사랑 숲사랑 교실’

문화예술 기반환경이 부족한 지역아동센

숲사랑소년단은 전국의 초등학생(3 ~ 6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숲사랑소년단

터(공부방) 어린이들에게 독서환경을 구

축하고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자 ‘책이 희망이다’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도서를 후원하여 독서문화 인프라를 조성

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책놀이터(구연동
화, 그림자인형극 등)를 실시하여 즐거운

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숲환경교육을
‘익숙한 미디어 낯설게 보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어린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친밀도를
높여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과 배

려의 건전한 인격을 함양하여 그린리더를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6

년에는 숲환경교실에 300명, 숲체험캠프

문화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밖에 어린이

이 ·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미디

에 55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으며, 중학생

행사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주체성

러시 교육 ‘익숙한 미디어 낯설게 보기’를

을 진행하여 글로벌 녹색리더 양성에도 기

독서캠프, 창의인문예술교실 등 도서관련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청소년 생명존중프로젝트 ‘I Love My Life’

어 수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미디어 리터

진행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

청 지역 초 · 중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어
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체적 속성을 제대

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500강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 청소년의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습관을 제고하고, 프

로슈머(prosumer)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청소년에

경제교육 프로그램 ‘나나의 경제놀이터’

JA코리아

JA코리아는 유아, 어린이 체험형 경제교
육 프로그램인 ‘나나의 경제놀이터’를 진

행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만 4 ~ 5세 유

아들을 대상으로 놀이와 동화 체험활동이

결합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기 어린

40명을 대상으로 대만숲체험 및 환경교육

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교육에 참

여했습니다.

기관 교사 워크숍을 통해 유아들과 직접

게 생명존중 교육을 통해 생명 나눔의 소
중한 가치를 함양하고자 생명존중프로젝

청소년 금융보험교육

위스타트

위스타트는 빈곤층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현실에서 낙오되지 않고 미래의 주역으로

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자라날 수 있도록 청소년 금융보험교육 지

소통하는 교사의 경제교육에 관한 이해의

금융, 경제, 보험의 기본 개념 파악 및 용돈

폭을 넓힘으로써 생활 속 교육이 가능하도
록 했습니다.

원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관리, 재무능력 향상을 통해 향후 금융설계

등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했습니다. 서울, 경기, 농산어촌의 50개 중

학교에서 금융보험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창의인성교육도 병행했습니다.

트 ‘I Love My Life’를 진행했습니다. 새 생

명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장기기증 전

반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나눔의 저변을 확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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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지원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위기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번의 잘못으로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듬고 회복시킵니다.

청소년 환경동아리와 함께하는

‘환경봉사활동 프로젝트’
청소년/청년들의 ‘미미(美Me) 프로젝트’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서울, 경기, 충청권역의 청소
년(13 ~ 19세)을 대상으로 환경동아리를

(사)여성환경연대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조직, 환경봉사활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미미(美Me)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및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동아리 활동을 보

청년멘토 양성 및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합한 활동으로 실천적인 녹색시민을 양성

의 몸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에코컨퍼런스

캠프를 개최하여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 몸 인식과 에코뷰티를 위한 2030

개발하는 ‘2030 미미(美Me)프렌즈’, 1030

및 캠프를 진행하는 ‘레알뷰티 에코뷰티’,

소년들의 몸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에코

범죄 / 위기청소년 통합회복 지원

소년원 출원 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

‘Youth Campus’

세상을품은아이들

‘다솜이 GATE’

원하기 위한 통합적 회복솔루션 ‘Youth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및 소

한국소년보호협회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 재적응을 지
Campus’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범죄 / 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있습니다. 환경동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행경력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관

‘청청대길 ‒ 청소년과 청년의 대안적 삶

다 활성화시키고, 환경과 봉사 영역을 결

교육을 통해 치료 및 자립을 돕는 문화예

합니다. 여름 방학에는 청소년 여름 환경

역 사회와의 소통과 연계를 강화하여 위기

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

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공했습니다.

리하기 위한 가족공동체 Home, 문화예술
술창의 School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지

청소년의 자립훈련과 사회 재진입 기반을

길라잡이’

제도권 교육에서 이탈한 학교밖 청소년들

이 대안적 학습과 진로개발을 통해 단절된
사회문화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

상태를 이겨내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솜이 GATE’ 사업을 지원했습

니다. 다솜이 GATE는 사회적 배제를 경험

한 출원생 사례발굴 및 상담을 통한 인큐
베이팅 분야, 출원생의 지식적 · 경제적 자

립을 지원하는 사회관계망 형성 분야, 그

리고 재범률 감소 및 사회정착 성공을 위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청대길 ‒ 청소년

한 나눔의 재생산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습

했습니다. 삶과 배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

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습니다.

감수성을 교육하는 ‘소년들의 미미(美Me)

과 청년의 대안적 삶 길라잡이’ 사업을 지원

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여 고등 대안진로 준비/ 집중 과정을 운영하

놀이’ 등을 통해 건강한 몸, 다양한 아름다

외계층 청소년들이 지식적 · 경제적 빈곤

고, 청년들의 대안적 삶을 연구하고 실행하
는 진로모델을 구축합니다.

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선도 및 사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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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뜨거운 열정으로
남다른 도전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합니다.
지역 사회로, 해외로 눈을 돌려

폭넓은 네트워크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게
지원합니다.

청년 사회적기업가 지원

처음에는 음식 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려는 소박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과 한 팀이 되어 사업을 기획하고, 홍보하면서 저도 사회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니어 드림페스티벌 1등 팀 참가자 박정숙 씨

‘SEEKER:S 청년, 세계에서 길을 찾다’

씨즈

사단법인씨즈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지원

사업 ‘SEEKER:S 청년, 세계에서 길을 찾

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혁신사

례 탐방 지원을 통해 청년소셜벤처의 새로

청년, 여성, 시니어 등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써

취업난을 해소하고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숲속마을작은학교는 금산, 대전 등 충

남권 청년들의 지역네트워크를 만들고 청

년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해 지역네트워크

사와 더불어 교육, 멘토링, 포럼, 파일럿 프

樂’을 통해 청년들의 거점을 마련, 지역형

로젝트 실행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 운영으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은

숲속마을작은학교

운 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조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청년 지역네트워크 카페 ‘들樂날樂’

로 청년기업가의 든든한 지원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카페 ‘들樂날樂’을 운영했습니다. ‘들樂날

청년허브를 구축하고, 청년 지역활동가 양

성과 지역주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등 다

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소셜커뮤니케이션, 청년창업 3개 분

과로 이루어진 청년대안대학 운영을 지원

해 청년들 스스로 배움의 기회를 찾고 자
립모델을 만들어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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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시니어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시니어 일자리 창출

가정을 세우면 사회가 제대로 섭니다.

은퇴한 퇴직자들이나 중장년층이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와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섭니다.

미혼모, 한부모 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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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합니다.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회연대은행

사회연대은행은 자활의지와 능력이 있는 빈
곤층이 경제적 · 사회적 · 심리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중장년층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리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저

소득 가정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역

할에 기여합니다. 2016년에는 10명의 여성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이 창업 지원을 받아 경제적 자립의 발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 자금, 창
업능력 배양교육, 경영 및 기술지원, 사후 관

희망제작소

판을 마련했습니다.

시니어 혁신 사회적기업가 발굴 · 육성

신나는조합

(사)신나는조합은 은퇴한 시니어들을 대

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 및

싱그런(시니어 + 그린) 다솜이봉사단 프로젝트

숲생태지도자협회

조기은퇴 및 자영업 실패 등으로 가정, 사
회에서 상실감을 느끼는 50 ‒ 60대 시니어

들이 숲해설가로서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컨설팅을 제공해 시니어 사회혁신 기업가

설계할 수 있도록 ‘싱그런 다솜이봉사단’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 양성함

육(기초/입문 · 심화 과정), 재능기부(싱그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회

지속가능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

이팅합니다.

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키웁니다.

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으로써 시니어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적기업가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

을 지원합니다. 시니어 숲해설 전문가 교

런 숲자라미), 자원봉사(싱그런 산책) 등

여 시니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

(사)희망제작소는 고령화 사회의 은퇴자 문

실시, 새로운 생애주기에 적합한 체계적인

대상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펼쳤습니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드림페스

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중장년층
다. 30 ‒ 40대 비영리기관 활동 및 참여, 자

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진 직장인들을 대

상으로 ‘직장인 인생후반 설계 프로그램’을

은퇴문화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50대 이상

티벌’을 개최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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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증진 지원

함께 걷는
희망의 길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증진사업을 지원합니다.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청소년쉼터는 365일 24시간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라서 실무자들이
에너지가 소진되고 지치기 쉬운데 ‘쉼과 힐링’ 프로젝트 덕분에
행복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채워진 힘으로 앞으로 만나는
아이들을 건강한 에너지와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화성시여자청소년쉼터 안혜연 상담원

질병예방 교육 및 캠페인 지원

한국의료지원재단

한국의료지원재단에서는 전국민 건강증

진을 위한 질병예방 지원사업을 펼칩니다.

주요 암 및 척추질환 등 발병율이 높은 질

환에 대한 건강 강좌를 실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과 캠페인을 병행

합니다.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낼 때,
그 사회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신의 삶에 자족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동행(Go with U)’

태화복지재단

주민 참여형 생명존중사업을 통해 지역 사
회 내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

고자 ‘동행(Go with U)’ 프로젝트를 진행

했습니다. 서울 외 5개 지역 주민(아동, 청

소년, 성인,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대별 생명존

중교육 매뉴얼 개발과 생명지킴이 양성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62

기타 대국민 복지 지원사업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

국민생활증진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63

사회복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지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며,

더 나은 근무환경으로 보답합니다.

G-mind 정신건강연극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9생명번호서비스 보급사업

119안전재단

는 연극을 매개체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안식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

하기 위해 119생명번호서비스 보급사업

극제에서는 경기도 31개 지역별로 정신건

기 상황시 신속 대처, 빠른 신원 파악과 비

며, 이를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감소

상연락처 이용 등이 가능해 국민의 소생

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

안전의식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중부재단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안

식월 및 안식휴(유급휴가) 지원사업을 펼

인식시키고자 해마다 ‘G-mind 정신건강

을 펼쳤습니다. 119생명번호서비스로 위

중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장애인에게 문화

119안전재단은 응급한 구조 상황에서 신
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확대

‘내일을 위한 休’

연극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연

강을 소재로 제작된 연극을 순회 공연했으
및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효과
를 얻었습니다.

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쉼과 회복

전국 가출청소년지도자 ‘쉼과 힐링’ 프로젝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월을 제도화해 개인으로는 안식월 15명,

‘쉼과 힐링’ 프로젝트는 과도한 업무에 시

50가족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을 예방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여 더 효과

안식주 15명, 안식휴 20명, 가족 단위로는

달리는 전국 가출청소년지도자들의 소진

적으로 가출청소년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롭

게 여행하면서 육체적 · 심리적 휴식을 취

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 지도자의 사례/사

진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격려의 자리를 따

로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가

출청소년지도자는 심리적 회복과 자기효

능감을 높일 수 있고, 유관기관 간 휴먼 네
트워크도 형성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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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효행문화 확산 지원

NGO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

가천문화재단

환경교육센터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대학생 자원

‘효’ 정신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모범적인 효

사람들의 이야기’사업을 펼쳤습니다. 10

(사)드림터치포올은 서울, 경기 지역의

닌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생 봉사동아리 지

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만 11~24세의

효과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교수 역량을 강

외계층 학생들이 질높은 교육 및 지원을

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봉사동아리를 선

대학생 사람 · 사랑봉사단 지원

대학생 교육봉사자 역량강화 ‘드림워크샵’

드림터치포올

대학생 교육봉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소
받을 수 있도록 ‘드림워크샵’을 실시했습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봉사 문화를 확산하고, 올바른 인성을 지

각급 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 결혼 후 대한민

발하여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

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단체를 대

고 리더십캠프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

의 시연, 동료 피드백 활동 등 전문 기관

이상 연합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봉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습
니다. 또한 체계적인 방과후프로그램 운

영을 위한 학생 및 교육봉사자 지원시스
템을 구축했습니다.

인 봉사단(4개 팀 60명)을 구성하여 월 2회

(사)환경교육센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을 실천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 심청효행

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

니다. 청소년 지원기관의 교육봉사자들
에게 교수법 강의, 수업계획서 작성 및 강

가천문화재단은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인

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민 여성, 정부기관 등
상으로 추천을 받아 청소년 부문, 다문화 가

정 효부 부문, 효행 선도 단체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고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년차 이상 NGO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좀더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짧은 여행, 긴 호흡’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
의 소진을 예방하고, 건강한 활동가로서

정체성 및 비전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역

량강화 프로그램 ‘짧은 여행, 긴 호흡’을 진

행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연대 팀으로 구

성된 자유 여행팀과 소규모 단체 여성활동

가들의 테마 여행팀으로 나누어 이루어졌
습니다.

화하고, ‘사회적 멘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공익활동을 꿈꾸는 청년들
에게는 전문적인 기록 교육 후 공익활동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NGO 단체에 필요한

기록 및 홍보 능력을 갖춘 청년 인력을 수
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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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협약사(20개사)

http://www.liscc.or.kr/finance/sub1_29.jsp

2007 ~ 2016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누적 출연금

총 출연금

2007 ~ 2016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운영 기관별 출연현황 그래프

기금
지정법인

36%

27,463

2008

재단

26,334

11,975

2,003

기금

1,129

14,129

27,463

지정법인
합계

2009

2010

2007

2008

2009

2013

3,940

16,317

13,373

11,797

21,898

5,562

10,199

12,686

9,700

7,835

5,652

14,278

35,804

31,736

15,154

40,794

2014

2015

2016

합계

8,049

14,474

12,912

121,174

7,375

6,905

16,886

15,068

111,837

14,184

10,319

8,043

16,886

15,059

101,956

40,243

29,491

22,997

48,246

43,039

334,967
단위: 백만 원

지정법인

2010

2011

16,317

2007

2008

2,003

3,940

2009

2010

2007

2008

9,700

2008

2011

21,898
5,562

1,129

2012

22,99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5

●

2009

7,835
2009

2010

5,652
2010

10,199

2011

14,278

2011

13,373

2012

12,686

2012

14,184

2012

11,797

2013

8,049
2014

14,474

2014

(56개 법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개관 (광화문)

2014 공동 사회공헌사업 출연 약정식 개최
2013

16,886
7,375

6,905

2013

2014

10,319

2013

8,043
2014

12,912

●

2012

2013〈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지정
●

2015

2014〈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지정 (61개 법인)
2013 공동 사회공헌사업 출연 약정식 개최

(77개 법인)

2011

●

15,068

2010

2016

15,059

●

●

2016

단위: 백만 원

●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CI’ 제작

제3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2012〈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지정 (62개 법인)
사회공헌위원회 지원조직 개편
‘사회공헌위원회 사무처’ 신설

생명보험 공동 사회공헌활동 ‘회계연도’ 변경

●

2008

2008〈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지정
●

2015

●

제4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농협생명 협약 가입

〈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지정 (31개 법인)

16,886

●

(협약 가입사: 총 19개사)

2016

●

2015

제5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2015〈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지정

●

26,334

14,129

2011

29,491

43,039

●

11,975

2007 ~ 2016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운영 기관별 출연현황

2007

31,736

40,243

처브라이프 협약 가입

(협약 가입사: 총 20개사)

●

기금

구분

40,794

●

●

재단

31%

단위: 억 원

35,804

48,246

15,154

33%

2016

2016 공동 사회공헌 출연 약정식 개최

●

총 출연금

3,349
1,212
1,118
1,020

재단

10 years 10 stories

go to web

●
●

(11개 법인)

2009

제2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09〈사회공헌위원회 지정법인〉지정 (25개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생명보험협회)
‘공익법인 등’으로 규정
●

기획재정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

●
●
●
●

2007

제1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구성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설립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생보업계 공동 사회공헌사업 추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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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10년의 여정,
나누고 싶은
10가지 이야기
생명존중 정신과 상부상조의 가치를 실현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여정에 동참해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생 2막,
활기찬 노후를 위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세상

장애,
편견 없이 함께하는 세상

엄마의 건강한 출산부터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까지 책임집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경계 없이 함께 어우러지고,

행복한 노후를 생각합니다.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정서를 돌보는

권리와 편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세심한 사회 시스템과

6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살아가려는
어르신의 의지가 모여
든든한 100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

●

보육 지원사업(재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재단)

2

공동체,
함께 걷는 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길어진 인생, 어르신의

시니어 100세 힐링센터 지원(재단)
노후준비문화 확산사업(기금)

적절한 제도적 지원,
올바른 이해를 제공합니다.
●

살아온 환경과 모습은 달라도

8

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지정법인)

모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소중한 일원입니다.

부록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하나되는 세상, 공동체 정신을 실천합니다.
●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다문화 진료 및 인식개선 교육(지정법인)
공익캠페인 제작 · 홍보(기금)

장애인 인권지킴이 프로젝트(지정법인)

4

처음 그 마음으로,
다시 10년
생명존중과 상부상조의 마음으로

1

생명, 소중히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

5
3

내일을 향한 꿈
절망으로 움츠러든 생명의 가치를

건강한 나,
건전한 사회
건강한 몸에 바른 마음이 깃들고,
건강한 개인이 건전한 사회를
이룹니다. 생활습관부터
병원 이용 문화까지
나의 건강지수를 되돌아봅니다.

사회복지에 이바지하고자
첫발을 내디딘 게 2007년,
바로 10년 전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고, 생명과 공동체의

7

금융·보험,
더 쉽게, 더 가깝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살려냅니다.

넓은 세상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면

펼쳐보고 싶은 내일의 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포기했던

맞잡은 손길로 소중한 삶의 의지를

배움의 열정을 다시 일깨웁니다.

회복시킵니다.

젊음의 가능성을 응원합니다.

●

건강증진 지원사업(재단)

금융보험 교육을 펼쳐나갑니다.

●

(기금)

●

●

자살예방 지원사업(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사업(재단)

인재양성 장학사업(기금)

건강한 일상으로
건강한 일생을 만듭니다.

건강생활습관 및 올바른 의료이용문화 캠페인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 습득이 필수적입니다.
더 쉽게,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보험교육 문화사업(기금)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운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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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실현하고자 열심히
뛰어왔던 시간들. 이제 다시
2007년의 첫마음으로 돌아갑니다.

9

행여 느슨해진 마음은 없는지,
소홀했던 부분은 없는지

든든한 동반자,
감사합니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봅니다.
지나온 10년보다 더 아름다워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지금까지 펼쳐온
활동은 ‘함께’여서 가능했습니다.
협약사의 지속적인 지원과 의료인,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사회 각 부문의
많은 손길이 모여 10년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그분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더 밝아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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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차남규

설립연도

1946년

주소

임직원수

한화생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3,761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문화 · 예술 · 스포츠

70년을 이어온 한화생명의 따뜻한 동행

학술 · 교육

한화생명은 더 건강한 세상을 꿈꾸며 따뜻한 여정을

환경보호

이어갑니다.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한화생명 봉사단

미래세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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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봉사단 자원봉사 및 기부활동

· 2016 한화해피프렌즈 11기 봉사활동

· 2016 교향악축제

· 제16회 한화생명배 세계어린이국수전 개최

· 만성신부전 환우 가족 힐링캠프 사업 운영
· 2016 서울세계불꽃축제
· 아시테지 여름축제 후원

· 2016 경제도서관 만들기

· 2016 농촌체험마을 캠프

· 2016 1사 1촌 자매결연마을 지원사업

· 인도네시아 아동 친화 공간 조성

· 미숙아 치료지원-도담도담지원센터

· 숲에서 놀자!“와숲”

· 시니어 취업-We're SEniors

· 베트남 보건소 건축 및 건강보험증 지원
· 중국 도서관 지원

생명존중 실천

해온 봉사단입니다. 출범 이후 3,200여 명의 청소년 봉사단원들이

시간의 1%(약 20시간)에 이릅니다. 특히 매년 창립기념일(10월 9일)

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왔습니다. '06년 창단한 한화해피프렌즈 청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교감, 체험활동, 돌잔치 등

를 열고 있습니다. 임직원·FP봉사단은 자원봉사 48,000시간(연), 94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어린이국수전, 금융사공동사업으로 낙

인 이유로 치료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kg 미만의 이른둥이

희망합니다.

이 책을 읽으며 꿈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펼치는 등 생명을 존중하는 한화생명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억(누적) 기부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 다문화 희망진료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봉사팀은 월 1회 이상 지역사회

주간에는 임직원과 FP, 가족, 고객이 함께 참가하는 자원봉사대축제

· 한부모 가정-Happy Home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미래의 꿈나무인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의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직원 1인당 봉사시간은 연간 총 근무

· 한화 팝&클래식

· 2016 한화생명 경제진로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2004년 출범한 한화생명 봉사단은 임직원과 FP가 참여하는 전국

144개 팀으로 구성되어 각 지역사회의 특성과 현안을 고려해 다양

· 보육원 영유아 돌봄 맘스케어 봉사단

한화생명은 만성신부전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기

25,183,416
6,015,000
9,414,000
259,000
176,000
2,684,000
126,000

6,509,416

글로벌 CSR

한화생명은 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에서 지역

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화생명이 2006년부터 월드비전과 함께 운영

위해 2012년부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함께 혈액투석시설이

활동했으며, 지역사회에서 보육원이나 독거노인을 방문하는 등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없거나 함께하기 어려운 영유아들이

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소 건축, 건강보험증 보급, 인도네시아 빈곤

을 지원하는 맘스케어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

벌 보험사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년봉사단, 국내 바둑 꿈나무 발굴과 육성을 위해 시작해 해마다

후지역 초등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도서를 기증하여 어린이들

있는 제주 라파의집에 만성신부전 환우와 가족을 초청해 힐링캠프를

(극소저체중출생아)와 그 가족을 돕는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 사업을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꿈을 안고 현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하

지역 지역아동센터 건립, 중국 조선족 학교 도서관/도서지원 등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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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라우어리어 얀 요리스

설립연도

1954년

주소

임직원수

알리안츠생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알리안츠타워
934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알리안츠생명은 ‘보험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우리

학술 · 교육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섭니다.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환경보호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내 기부 프로그램 ‘Make a Donation’

알리안츠생명은 국내 유력 사회복지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사내

글로벌 사회공헌

임직원 및 어드바이저 봉사활동 전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은 ‘알리안츠생명 사랑의 봉사단’이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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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기부 프로그램(Make a Donation) 임직원 기부금, 어드바이저 기부금,
회사 매칭 기부금 전달

· 회사결연단체 봉사활동 실시(사랑의 연탄나눔, 사랑의 집 짓기 등)

· 임직원 및 설계사 자체 봉사활동 전개(해당 지역 내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시 등)
·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 개최

USB 약관 제작

알리안츠생명은 2015년 1월부터 고객들에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 개최

해외 응급지원 서비스 무상 제공

해외 낙후지역에서 구호 작업을 벌이는 굿

리더십을 교육하는 어린이 회장단 수련회

체류 중 의료 지원, 의료기관 긴급 후송 및

으며 이는 나무 약 3,276그루에 해당하는

시작해 2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프로그

어지 서비스(항공과 숙소 예약 · 긴급 연락

하고 알리안츠그룹이 전세계적으로 추진

들이 참가했습니다.

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나눔의 날’ 외에도 자발적으

9,850권의 종이 약관을 사용하지 않게 됐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처음

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임직원, 설계사들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는 설계사들 중심으로 연탄나눔 및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매년 활발

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393,070

매년 상 · 하반기에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의 꿈을 지원하는 ‘미래와 희망’, 빈곤아동 치료비를 지원하는 ‘한 생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회사도 동일 금액을 매칭해 지원합니다.

10,356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200여 명을 회사 연수원으로 초청, 올바른

로 봉사팀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단 및 지점에서

-

· 굿네이버스에 해외응급지원서비스 기부

게 종이 약관 대신 USB 약관을 제공하고 있

명 살리기’, 사내 봉사활동 기금 ‘러브펀드’까지 모두 네 가지 기부 프

469,626

· USB 약관 제작

‘나눔의 날’입니다. 임직원과 설계사들이 신청해 참여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 짓기, 어린이 보육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일손 돕기, 환

343,286

· 2016 알리안츠 사회공헌 페스티벌(임직원 사회공헌 행사로 사랑의 경품행사로 기부금 모금)

기부 프로그램 ‘Make a Donation’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임 상태

에 놓인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 나눔 방학교실’, 저소득층 어린이들

2,216,338

습니다. USB 약관을 제작하면서 올해 19만

양입니다.고객과 설계사들의 불편을 해소
중인 탄소 발생량 감소와 환경보호, 디지털
화(Digitalization) 강화에 동참하는 차원에

서 업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램으로, 지금까지 13,100명이 넘는 어린이

네이버스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해외

본국 송환, 현지 체류에 필요한 각종 컨시
대행 · 법률 지원 등) 등 해외 응급지원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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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김창수

설립연도

1957년

주소

임직원수

삼성생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5,315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문화 · 예술 · 스포츠
학술 · 교육
환경보호

삼성생명은 사회공헌 3대 전략으로 ‘사회적 이슈 해결을

글로벌 사회공헌

위한 사회공헌 사업 확충’, ‘올바른 보험문화 확산과 교육

강화’,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수립하여 다양한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나눔 활동을 전개합니다.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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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 사랑의 연탄 기부

·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 사업

· 청소년 미술작품 공모전 등

· 임직원, 컨설턴트 봉사활동
· 1사1교 금융교육 활동 등

81,346,070

37,677,170
6,523,910

292,459

· 환경보호 봉사활동 등

· 개발도상국가 핸즈온 물품 지원 등

1,939

· 세살마을 사업

· 소외계층 법률상담 지원

· 여성가장 창업지원

· 청소년 금융보험교육

· 소외계층 아동 도서지원
·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

· 숲사랑 환경교실, 가족캠프 지원
· 생명보험협회기금 출연 등

1,082

· 질병예방사업

· 복지시설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출연

· 새희망 힐링펀드 지원 등

24,693,763

3,244,196

· 휴면보험금 출연

8,911,551

공동육아나눔터

사람, 사랑 세로토닌 드럼클럽

1사1교 금융교육

환경보호 봉사활동

개발도상국가 핸즈온 물품 지원

으로, 2016년 현재 총 34곳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원하고 있습니

로토닌 드럼클럽’을 운영합니다. 삼성생명 임직원들의 기부금 ‘임

한 이해를 돕고,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

로 인근 산을 찾아 모종심기, 산책로 환경

가 직접 제작한 물품을 개발도상국 아동들

삼성생명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3년 서울 관악구 1호점을 시작

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미취학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장난감과 책장 및 도서를 후원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금
은 삼성생명 컨설턴트들이 조성한 기금 ‘컨설턴트 하트펀드’를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서 순화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 사랑 세

직원 하트펀드’를 재원으로 운영하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0개 중학교에 드럼클럽을 창단했습니다. 각 학교에는 500만 원
상당의 모둠북과 동영상 교본을 지원했으며, 진로 탐색 캠프, 멘토

데이(mentor day)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연습한 연주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꿈과 열정을 나누는
‘드럼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여 수상 중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청소년들의 금융 · 보험에 대
자 인근 초 · 중 · 고교와 결연을 맺고, 찾아가
는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

감독원을 통해 결연된 87개 학교에서 임직
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득, 소비, 저축,

보험 등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일환으

정리 등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 현금기부가 아닌, 임직원과 컨설턴트

에게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난감, 반
바지, 가방 등 핸즈온 물품을 제작하면서
봉사자는 만드는 즐거움을, 수혜자는 필요
한 물품을 얻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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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김주윤

설립연도

1958년

주소

임직원수

흥국생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826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문화 · 예술 · 스포츠

흥국생명은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란 슬로건 하에 우리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나눔 활동에 집중합니다.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소외 이웃을 위한 빵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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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 아동 심리치료 지원

· 보호시설 아동 문화체험 지원

· 소외이웃을 위한 빵 나눔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보호시설 집수리 지원

· 무연고 아동 필요물품 지원
· 유소년 배구물품 지원

· 여고배구발전기금 지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장애아동 보조장치 지원
· 신인드래프트 학교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263,227
225,802
175,765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무연고 아동, 장애아동, 여성청소년 지원

3,744,345

3,079,551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운영

흥국생명은 가정해체, 아동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받고 있는

임직원, 설계사, 여자배구단 ‘핑크스파이더스’ 등 흥국생명 가족들

매달 흥국생명 설계사들은 의탁할 곳 없는 무연고 아동을 위한 필요

흥국생명은 생명보험업계 유일의 여자배구단인 ‘핑크스파이더스’

정을 위한 미술 · 독서 · 조형예술 · 동작 심리치료 지원, 임직원들과 함

중 시기에 맞춰 국수, 빵, 케이크 등을 직접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독

조물품과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이

편, 훈련용품, 배구 물품, 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유소년 배구 발전

아동 · 청소년의 보호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안
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아

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열악한 주

거환경을 개선하는 집수리 사업,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지원 등
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 매월 정성껏 빵을 구워 독거 어르신들에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연

거노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외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물품을 직접 제작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을 위한 보

건강하게 성장하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습니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한

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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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신창재

설립연도

1958년 8월 7일

주소

임직원수

교보생명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4,275명

교보생명은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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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펼칩니다. 의료비 지원, 정서 지원, 사회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이

왔습니다. 매년 육상, 수영, 탁구, 유도, 테니스, 체조, 빙상 등 7개 기

른둥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현재까지 2,382명의 이른둥이
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 불우이웃,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2,829,439

· 학교 시설 · 연구자금, 장학금 지원 등

2,752,250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소중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사업을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익 행사, 생명존중, 교통사고예방 등 공익캠페인 수행 및 지원

학술 · 교육

서민금융

1985년 시작돼 2016년 32회째를 맞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 복지시설, 의료시설, NGO, NPO 등 사회봉사 관련 단체 지원

1,242,000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저소득층 가정에서 태어난 이른둥이(미숙아)들이 건강을 회복하여

· 지진, 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

·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성 행사의 개최 및 후원, 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및 행사 지원

환경보호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24,702,889

문화 · 예술 · 스포츠

글로벌 사회공헌

이른둥이 지원사업 ‘다솜이 작은 숨결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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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 교육 사업 수행 및 관련 단체(시설) 지원
· 각종 학회 주관 학술세미나 후원 지원

· 환경보호 사업 수행 및 지원, 환경 관련 행사, 캠페인 지원 등

30,000

· 전쟁, 재난 등의 피해 등 해외 난민 지원(NGO 연계 지원 포함)

82,000

·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지원 등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14,140,029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287,387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교보생명희망다솜장학금

그린다솜이가족봉사단

3,339,784

다솜이글로벌봉사단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의

교보생명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

임직원 18명으로 구성된 다솜이글로벌봉사

가정 출신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

린다솜이 가족봉사단’을 지원합니다. 봉사

낙후 농촌 지역 번째성에서 봉사활동을 펼

비, 장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10만여 명의 초등학생 체육

니다. 지난 14년간 298명의 장학생이 지원

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가족의 소중

요리 프로그램, 사랑의 집 짓기, 초등학교 도

포츠 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학생들에게는 대학

는 스포츠 꿈나무의 조기 발굴과 한국 스포츠의 기틀 마련에 기여해

기회가 제한된 보육원, 그룹홈, 소년소녀

초 체육 종목의 종합대회로 개최되고 있으며, 선수단 체재비와 참가

도록 ‘교보생명희망다솜장학금’을 지급합

꿈나무가 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겨루며 국가대표로 성장하는 등 스

받았으며, 2016년에는 21명의 장학생들이

교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학자금 지원, 희망
다솜캠프, 지역모임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친환경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 ‘그

단 활동을 통해 참가 가족은 환경보호 실천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이 2016년 6월,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미술놀이 및

서관 만들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민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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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주소

설립연도
임직원수

DGB생명

오익환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부산본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지
1988년도
284명

DGB생명은 지역 사회와 공익 분야에서 다양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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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모자뜨기

·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지원

· 자매결연 보육원 찾아 ‘따뜻한 情’ 나눔

· 지진 피해 지역에 금융 지원

· 해비타트와 함께하는 희망의 집고치기 봉사
· 저소득층 겨울나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 영업가족과 함께하는 말복맞이 삼계탕 나눔

· 태풍 “차바” 피해 계약자 금융 지원

· 저소득가정 어린이 대상 재능기부 축구교실 개최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1,389,789
75,515
19,460

1,294,814

사랑 · 나눔 · 봉사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소외계층 어르신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저소득층 겨울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한국해비타트와 ‘희망의 집고치기’ 봉사활동(2회)

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서기를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삼계탕 나눔 운동을

에서 ‘2016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한국해비타트에 후원금 1,000만 원을 기부

크업 · 헤어봉사가 더해져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촬영하실 수

관을 방문, 지역내 독거 어르신들을 방문해 보양식 키트(삼계탕, 추

총 23,200장의 연탄을 기부했습니다.

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벽지 도배, 장판 교체, 씽크대 수리와 보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
DGB생명 봉사단원들의 재능기부에 지역 내 자원봉사자들의 메이

있도록 했습니다. 촬영된 장수사진은 전문가의 보정 작업을 거친 후

액자에 담아 어르신들께 전달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해마다 복날이면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혹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DGB동행봉사단이 중림사회복지

어탕, 홍삼엑기스, 잡곡, 쌀 등)를 전달하고, 복지관을 찾은 600여 명

의 어르신들께 삼계탕과 여름 과일 등으로 차려진 점심 식사를 제공
했습니다.

DGB생명은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앞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일대

DGB생명 봉사단 20여 명, 대구 · 부산지역단 소속 FC 등이 참여하여

DGB생명은 서울 서대문구 내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희망의 집고치

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DGB생명 임직원 30명은 저소득 가정

온 단열재 공사 등에 직접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두꺼운 겨울이
불 등 보온용품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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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하만덕

설립연도

1988년

주소

임직원수

미래에셋생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1,051명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있습니다.

대 1 매칭을 통해 후원하는 ‘FC사랑실천기부’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FC 지점 봉사 실시

2016년부터 상〮하반기에 한번씩 미래에셋생명 전국 FC지점과 자원

· 저소득아동을 위한 희망듬뿍(Book) 지원
· 국립현충원 호국보훈 봉사

· 명절 독거노인 후원, 말벗봉사

· [존경받는 FC] 나눔의품격 지점봉사

· 주말가족제빵봉사

· 연탄 릴레이 봉사 등

· 봉사단 정기봉사(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 호국장학재단 지원
· 해외 아동 후원

· 독서논술토론대회 지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재원 출연

미래에셋생명 임직원들은 소속된 봉사단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다

642,718
36,073

22,500

376,369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행복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봉사

5,607,902

4,530,241

명절맞이 독거노인 방문 행사

미래에셋생명은 매년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과 추석에 저소득 어르

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말벗을 해드리는 봉사

된 독거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식료품세트 전달과 말벗 봉사를 통해

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며,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또

인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명절맞이 독거노인 찾아가는 봉사’는 앞

거노인과 1대1로 매칭,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FC들은 매칭

험사회공헌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항균키트 호

보험의 본질인 사랑과 상부상조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호상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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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C들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수행기관에서 저소득 독

‘FC사랑실천기부’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

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생명보

지역사회 · 공익

글로벌 사회공헌

생각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

미래에셋생명 FC들은 보험계약 1건당 500원씩 기부하고 회사는 1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학술 · 교육

미래에셋생명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의 실천’이라는

소아암 어린이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는 도시재생을 위한 벽화봉사를 실시하여 저개발 지역 청소년들에

한 손수건 만들기, 신생아 모자 뜨기, 독거노인 목도리 뜨기 등 다양
한 재능기부 활동으로 나눔의 문화를 실천했습니다.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온정을 담아 독거노

으로도 해마다 계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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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안양수

설립연도

1973년 5월

주소

임직원수

KDB생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936명

KDB생명은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바탕으로 ‘긴 약속,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 후원봉사

· 아동보행안전을 위한 ‘옐로카펫’ 후원봉사
· 저소득가정 김장김치 나눔 봉사
· 독거노인 방한용품 후원봉사

· 장애인작업장 난방비 후원 및 정기 봉사

· KDB키즈 든든후원금: 저소득층아동 연간후원
· 국군 장학재단 기부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KDB키즈 든든후원금

8년째 한사랑마을과 인연을 맺은 KDB든든봉사단은, 장애아동의

후원금’사업을 펼칩니다. 후원금 사업을 위한 기금은 KDB생명 임직

횡단보도 이용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아동친화공간을 만들어

재활훈련을 돕고 식사 · 산책 보조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며 지속적인

옐로카펫 설치 후원금을 지급, 설치했습니다.

· 저소득장애인 설 명절음식 나눔 및 봉사

저소득층 아동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학업을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

기와 건강식품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2016년에는 용산구 소재 3개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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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에 의료기

고 있습니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과 벽에 노란색 노
면표시재를 부착하여 운전자가 아동을 쉽게 인식하게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 공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KDB생명은 아동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옐로카펫’ 캠페인을 후원하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학술 · 교육

큰 희망’을 드립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아동보행안전 위한 ‘옐로카펫’ 설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소통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KDB키즈 든든

· 중증장애인시설 후원봉사

·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개보수 및 봉사

· 발달장애아동 후원봉사

· 보육원 성탄절 행사 후원봉사

3,531,877
151,500

153,226

3,227,151

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회사와 1대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되
며, 아동복지재단과 협약하여 후원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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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이태운

설립연도

1989년

주소

임직원수

동부생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동부금융센터)7층

수술 후 생활지원 프로그램 시행

· ‘천사랑 방과후 교실’ 지원사업

분교 ‘방과후 교실’시설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 결손아동 보호단체 자매결연

천사랑 분교, 방과후교실 지원

임직원이 매칭그랜트(Matching-grant)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이

사랑 분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강원도 홍천 항곡

려운 가장의 심장병 수술을 지원하고, 헌혈, 연탄배달 등 다양한 봉

학교의 방과후교실을 오픈하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모하고자 방과후교실의 인테리어 및 교육시설 · 물품을 지원하는 ‘천
분교에 ‘제1호 천사랑 방과후교실’을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총 22개

돕고 있습니다.

어린이심장병 수술지원 및 심장병 예방홍보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서민금융

동부생명은 환경이 열악한 분교 어린이들의 교육, 문화적 혜택을 도

해 정기적 방문 및 물품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심장병 환자 수술지원

78,696

Special Day 행사지원, 정기방문 등

천사랑봉사단은 2001년, 동부생명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의 모

사활동을 전개합니다. 또한 결손아동 보호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

2,072,315

· 심장병예방을 위한 ‘천사랑마라톤’ 대회

책임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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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심장재단과 연계

지역사회 · 공익

이웃의 동반자이자 사회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사회적

금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봉사단체입니다. 회사와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583명

동부생명은 ‘Happy End Happy And’를 모토로, 어려운

천사랑봉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40,672

· 힐링펀드 기부금

심장병어린이 수술 지원을 위한 ‘천사랑 마라톤 대회’

동부생명은 한국심장재단과 연계하여 매년 가을, 심장병 예방 및 어

린이 수술지원을 위한 ‘천사랑마라톤 대회’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참여하는 마라토너들과 함께 심장병

4,300

1,948,647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에 동참합니다. 한

편, 동부생명 임직원과 참여자들이 함께 하는 바자회 등을 통해 어린

이 심장병 수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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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구한서

설립연도

1989년

주소

임직원수

동양생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 Tower 1 동양생명보험
1,000명

동양생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수호천사봉사단’을 결성하여,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문화 · 예술 · 스포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수호하고, 행복을 지키는 나눔을

글로벌 사회공헌

실천합니다.

수호천사봉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희망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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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호천사봉사단 봉사활동 및 공익단체 지원

· 미혼모 시설 애란원, 성로원, 서울 구세군 후생원

·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종로천사무료급식소, 암사재활원

· 송죽원, 용산 장애인보호작업장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서울종로, 중구희망나눔봉사센터,
순천남부종합복지관, 상록보육원, 대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새둥지

2. 2016 소아암 인식개선 캠페인 ‘희망별빛’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744,178

·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3,240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수호천사음악여행

별도의 문화생활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감성적 · 창의적 자극

전국 15개 나눔 시설에서 소외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

‘청계천 걷기’ 또는 ‘응원메시지 남기기’ 코너에 동참하면 아이들을

음악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 교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

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km 거리에 별빛 풍선을 설치하고, 거리 곳곳에 소아암에 대해 알

니다. 연 2회 이상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어려운 이웃을 위

25,000

220,000

‘희망별빛’은 소아암과 싸우는 어린이와 가족을 응원하고, 대중들

에게 소아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은

21,040

· 수호천사 음악여행

수호천사동양생명은 전임직원으로 구성된 ‘수호천사봉사단’을 운

영합니다. 임직원은 물론, 설계사까지 함께하는 수호천사봉사단은

3,285,868

2,272,410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하는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

매년 겨울, 수호천사봉사단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신생아 살리기 모

을 받을 수 있는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수호천사

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자뜨기 캠페인은 저체온증

위한 후원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약

아 열리게 되며, 지난 3년간 전국 40여 개 고등학교 2만여 명의 학생

참여형 기부캠페인입니다. 어느덧 4년째 이어온 모자뜨기는 손재주

려지지 않은 다양한 이야기를 현수막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심

로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으며, 설문 결과 만족도가 98%에

을 모았습니다. 한편, 광교갤러리에서는 ‘소아암 어린이가 꿈꾸는

미래’ 전시회가 열려 소아암 환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습니다.

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유명 음악인의 재능기부

달했습니다.

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신생아를 위해 털모자를 직접 떠서 보내는
많은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매년 400여 개의 모자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아프리카에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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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커티스 장

설립연도

1989년

주소

임직원수

푸르덴셜생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533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푸르덴셜생명은 ‘가족사랑, 인간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문화 · 예술 · 스포츠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통해

학술 · 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푸르덴셜 청소년진로지원사업 ‘Promise’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푸르덴셜생명은 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위해 지역 기반의 진로직업

상의 수상자를 배출한 대회입니다. 매년 푸르덴셜 임직원들이 약 4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지역의 7개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했으며 현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자발적 봉사 문화를 확산

장을 연계, 실질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꿈과 재능을 탐색

는 1999년부터 12만9천 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3만1천 명 이

천여 개의 중 ·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대회를 소개하고, 훌륭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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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 푸르덴셜 청소년진로지원사업〈Promise〉

· 푸르덴셜 장학제도

· 푸르케어즈 해외봉사단

· 푸르덴셜 경제교실

· 조혈모세포 기증확산사업

· 글로벌 볼런티어 데이 / 코리아 볼런티어

· 탈북청소년 성장지원사업

·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운영 지원

·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성 행사의 개최 및 후원, 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및 행사 지원
· 각종 학회 주관 학술세미나 후원 지원

· 학술, 교육 사업 수행 및 관련 단체(시설) 지원

· 학교 시설 · 연구자금, 장학금 지원 등

· 환경보호 사업 수행 및 지원, 환경 관련 행사, 캠페인 지원 등

-

-

-

·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지원 등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조혈모세포 기증 확산사업

2,292,900

-

· 전쟁, 재난 등의 피해 등 해외 난민 지원(NGO 연계 지원 포함)

푸르덴셜 경제교실

2,292,900

-

난치병 어린이 소원성취사업(Make-A-Wish)

아동 · 청소년의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

푸르덴셜생명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2002년 난치병 어린이의 소원을 이루어주

있습니다. 푸르덴셜 임직원과 대학생들이

시키고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

인 역할을 했던 푸르덴셜생명은, 현재 푸르

데미 등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매년 2천

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

기금’과 재단의 1대1 매칭을 통한 후원을

세포 기증희망등록을 했으며, 이 가운데 20

푸르덴셜 직원들이 난치병 어린이의 소원

체험프로그램 ‘Promis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서울,

기 위해 ‘푸르덴셜 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재까지 6,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지역 내 1,700여 곳의 직업 현

강사가 되어 보육원과 청소년방과후아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 명의 아동 · 청소년에게 자체 개발한 교구
재를 활용하여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문화를 확산

인, 대학생 대상 푸르덴셜 착한프로젝트공

재 1,233명의 푸르덴셜 임직원들이 조혈모
명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했습니다.

는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 설립에 주도적

덴셜 임직원의 급여 우수리 제도인 ‘소원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00여 명의

을 이루어주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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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이병찬

설립연도

1990년

주소

임직원수

신한생명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58 신한L타워
1,344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 독거어르신 따뜻한 한상 차림

· 전국 사랑의 빵나눔

· 일사일촌 도농교류 봉사활동

· 임직원 끝전 매칭그랜트 소아암 환아 후원

·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봉사활동
지역사회 · 공익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문화 · 예술 · 스포츠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따뜻한 보험사가 되겠습니다.

학술 · 교육

환경보호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어린이보험 1% 저소득층 어린이 치료비 후원
· 해외 빈곤국가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 청춘합창단 ‘통일나눔 3세대 대합창’ 후원

· 지역사회 문화예술단체 ‘공명’ 콘서트 후원

· 문화재 보호 활동(환경정화)

· 남산야외식물원 위해식물제거 활동

· HIMUN 제 40회 모의UN총회 후원

· 북서울 꿈의 숲 환경정화 활동

· 해외빈곤국 어린이 코니돌 만들기 캠페인

· 해외 어린이 학용품 지원 독도사랑 필통 만들기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 새힐링펀드 법인카드 포인트 기부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휴면보험금 출연

신한금융그룹 자원봉사대축제

타 분장을 하고 독거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선물 바구니

하는 ‘신한해피실버금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은

하는 ‘신한금융그룹 자원봉사대축제’가 열리는데, 2016년에는 축

다. Big Dream 봉사단 소속 1,000여 명의 설계사가 이번 행사에 참

선발하여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물 보호를 위한 위해식물 제거활동, 북서울꿈의숲 가꾸기, 문화재

를 전달하는 ‘따뜻한 깜짝 산타원정대’ 행사를 전국에서 진행했습니

여했으며, 전국 47개 노인종합복지관 1,710명의 어르신께 쌀, 사골
곰탕, 목도리, 찜질팩 등 식료품과 방한용품이 담긴 선물바구니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 사회적의인 즉시연금 가입 지원

· 크리스찬보험 수익 1% 저소득층 어린이 후원

신한해피실버금융교실

설계사로 구성된 신한생명의 Big Dream 봉사단은 2016년 12월, 산

2,540,495

532,562

· 독거노인 여름나기 하하하 웃음 바구니 나눔

신한생명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Big Dream 봉사단, 따뜻한 깜짝 산타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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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은 6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경제교육 기회를 제공
퇴자 중 풍부한 금융지식, 실무경험과 뛰어난 강의 실력을 가진 분을

전국 240여 개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으며, 2016년에는 강의 315
회, 참가 어르신 13,218명에 이르는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20,500
3,000

-

5,500

83,430

25,301

1,870,202

옥수수 양말인형 ‘코니돌’ 만들기

매년 4월부터 5월까지 신한금융그룹 전 임직원 자원봉사단이 함께

신한생명은 창립기념 기부힐링 봉사대축제를 맞이하여 전국 600여

제 활동의 일환으로 남산야외식물원 생태계 환경보호 및 우리 고유

어린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니돌은 옥수수 섬유로 만들어져 환

보존 환경정화 봉사활동 등을 실시했습니다.

명의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옥수수 양말인형 ‘코니돌’을 빈곤국

경오염이 없고, 아이들에게 정서적 위안감을 주며, 인형 안에 넣는
옥수수 씨앗으로 급식 지원의 의미까지 지닌 봉사활동입니다. 또한
키트 구매 비용 일부는 어린이들의 식량, 교육, 의료 물품을 지원하
는 데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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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김영진

설립연도

2002년

주소

임직원수

PCA LIFE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2 피씨에이라이프타워
338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학술 · 교육

PCA생명은 어린이들의 경제 교육에서 시니어를 위한 은퇴

글로벌 사회공헌

준비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캠페인

· 경로의 달을 맞이해 어르신들과 가을운동회 개최

· 승진자 봉사활동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외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

· 차칭밴드와 함께 하는 매직넘버 경제교실

· 차칭밴드와 함께 하는 경제축제 진행

· 쉐브닝 장학금: 영국대사관과 함께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일 년 동안
영국 석사과정을 위한 유학자금을 후원

· PCA 아시아 지역 본사 재단에서 주관하는 임직원 자원 봉사활동 참여 (필리핀 및 베트남 지역)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서민금융

어린이 경제교육 ‘차칭(Cha-Ching)’

· 지역 소외 아동을 위한 후원 및 봉사활동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기타

실버세대를 위한 나눔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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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세대와 공감하는 다양한 활동

95,659
36,972
-

57,687

-

-

1,000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PCA생명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삶

‘차칭(Cha-Ching)’은 PCA생명 아시아 지역 본사에서 도입한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서 잠재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인재

업 후원 기관인 한국 헬프에이지와 협약을 맺고 노인 참여 나눔터 활

넘버 경제교실’을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초등학교

은 PCA생명이 후원하는 영국대사관 주체 장학 사업으로, 일년동안

공헌 정신(Doing Well, Doing Good, Together)’을 실천하고 있습

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SOS 어린이마을’, 은평구 내

역인 반타얀(Bantayan) 섬에서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했

다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참가하는 등 글로벌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

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0년부터 노인공동체 지역개발 사

성화를 위한 후원 및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어버이

교육 애니메이션입니다. 한국 PCA생명은 차칭을 활용한 ‘차칭 매직

저학년 대상 경제교실을 2차에 걸쳐 진행하며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국 석사과정을 위한 학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며 지금까지 총 16명

제 교육 ‘차칭경제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차칭경제축제’는 어린이들

사회복지관 후원 등 다양한 지역 사회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보

저축과 기부 등, 쿠키가 생산되고 판매되는 전 과정을 통해 경제를 쉽

있습니다.

날을 맞이해 지역 어르신들께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음식을 대접하

경제 관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체험형 경

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실버운동

이 직접 쿠키를 만들고 쿠키 판매를 위한 마케팅, 홍보활동 및 수입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경제 교육입니다.

고, 인근 홀몸어르신들 댁을 방문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선물을 전

회’, 연말에는 한 해를 감사와 나눔으로 마무리하는 ‘연말 송년회’ 등

들을 대상으로 ‘쉐브닝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쉐브닝장학금

PCA생명은 아시아 지역 본사 재단에서 주관하는 임직원 자원 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좋은 일을 통한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

니다. 2016년 6월, 3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가 필리핀 태풍 피해 지

으며, 9월에는 베트남 꽝빈성(QuangBinh) 지역 학교 설립 활동에
으로 펼쳐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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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권오훈

설립연도

1991년

주소

임직원수

하나생명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157명

지역사회 · 공익
문화 · 예술 · 스포츠
글로벌 사회공헌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실천합니다.

2016년 12월, 연말을 맞아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나눔상자’ 기부 행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환경보호

하나생명은 모두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독거노인 ‘행복나눔상자’ 만들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사랑의 털모자 만들기’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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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가게 ‘하나생명 특별전’
· 모두하나데이 김장나눔 행사

· 홀몸어르신을 위한 ‘행복나눔상자 만들기’

5,815

· 동북아 평화연대 후원

· 세이브더칠드런 모자뜨기

2,011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노을공원 내 ‘하나생명 행복 숲’ 조성

무연고 아동 지원 ‘베이비키트’ 기부

2,000

280,639

임직원과 함께하는 고궁나들이

2016년 12월, 아프리카 및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신생아를 살리기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에서 노을공원시민

하나생명의 봉사동호회 ‘더하기하나’는 무

봉사활동 캠페인인 ‘모두하나데이’의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다. 하나생명의 봉사동호회를 주축으로 임

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하나생명은 그간

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생명은 2016

며, 2016년 새롭게 시작한 베이비키트 만

하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

많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됐

걷는 만큼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비키트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

탰습니다.

비롯한 하나생명 전 임직원이 참여, 총 1,000만 원 상당의 행복상자

‘사랑의 털모자 만들기’ 캠페인은 하나생명 봉사동호회를 주축으로

직원과 가족 40여 명이 참여하여 100그루

복나눔상자와 직접 작성한 카드는 지역 내 형편이 어렵고 외로운 독

신청을 하고, 털모자뜨기 강좌가 인기리에 진행되는 등 적극적인 참

년을 시작으로 매년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

거노인들께 전달됐습니다.

36,313

· 남사당 공연단 후원

· 노을공원 나무심기 행사 및 후원

위한 ‘사랑의 털모자 뜨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200개를 제작했습니다. 쌀과 라면, 참치캔 등 생필품으로 구성된 행

· 모두하나데이 해피쉐어링백 만들기

· 고궁 걷고 기부하기 행사 진행

사를 실시했습니다.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 중구 어르신들을 대상으
로 중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권오훈 사장을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베이비키트 만들기

326,778

6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도 임직원 80여 명이 참가

여가 이어졌습니다. 임직원들의 따뜻한 정성으로 완성된 털모자는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전달
됐습니다.

모임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

하여 노을공원 내에 조성된 ‘하나생명 행복
숲’을 점차 넓혀 갈 계획입니다.

가을을 맞아 하나생명 임직원들의 단합과

연고 아동의 자립을 위한 ‘베이비키트 만들

기부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고궁나들이’

지속적인 참여형 기부활동을 실시해 왔으

에 본사 인근 덕수궁을 산책하며 함께 소통

들기 프로그램도 동호회를 중심으로 그 외

습니다. 임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베이
습니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선선한 가을 날씨 속

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궁나들이 행사에는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보전하는 데 힘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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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신용길

설립연도

2004년

주소

임직원수

KB 생명보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9 KB금융타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전개합니다. 전임직원 모두가 ‘사랑나누미봉사단’ 일원으로

문화 · 예술 · 스포츠

활동하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합니다.

학술 · 교육
환경보호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KB생명보험은 2016년 6월, 창립 12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빵나눔터’에서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

KB레인보우 사랑캠프

경로당 봉사

· 실버스포츠페스티벌 후원

· 가평꽃동네 봉사활동

· 사랑의헌혈

· 경로당 복지관 환경미화
201,216

· KB국민건강 총명학교(KB금융그룹공동)
· KB금융공익재단 출연(KB금융그룹공동)

을 대상으로 ‘KB레인보우 사랑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 캠프는 본

· 후생원아동대상 영화관람나들이 지원

· KB레인보우 사랑캠프(KB금융그룹공동)

· KB희망캠프(KB금융그룹공동)

· KB청소년 음악대학(KB금융그룹공동)

· 노을공원 ‘KB생명스타숲’ 관리

· 샛강시민공원 정화활동

· KB스타경제금융교실

· 한강시민공원 정화활동

1,956
6,278
1,000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출연

7,694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휴면보험금 출연

556,323

KB스타경제금융교실

여의도공원 돌보미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원 등 여의도 주변의 공원 환경 가꾸기에

버랜드를 방문,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사 및 청소, 후원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

금융 지식을 배우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

마다 진행되어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고

드리는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KB생명보험은 2016년 5월,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

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월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이어

계열사 임직원들과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1대1로 매칭되어 함께 에

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등 즐거운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KB레인보우 사랑캠프는 해

오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빵은 지역 내 소외아동

·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

774,467

·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KB금융그룹공동)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업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사랑의 빵나눔

· 노을공원 가꾸기

· 경로당 배식봉사

355명

KB생명보험은 고객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기업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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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KB생명보험은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다.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배식봉

KB생명보험은 2016년 6월, 서울 중대초등

KB생명보험은 샛강시민공원, 한강시민공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경제 및

앞장서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방문을

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

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KB생명

등을 실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들이 쾌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보험은 어린이 대상의 교육 활동을 지속적

통해 공원 내 쓰레기 줍기 및 시설물 점검

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힘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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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쟝 크리스토프 다베스

설립연도

2002년

주소

임직원수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3층, 4층
167명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윤리적 경영 실천, 인재 육성 및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문화 · 예술 · 스포츠

고용 책임, 지역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 기후변화 방지에
기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헌활동을 펼칩니다.

학술 · 교육
환경보호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BNP파리바 자선바자회

2016년 2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자선바자회 ‘BNP파리바와 함께

하는 모어 댄(More Than) 발렌타인’을 개최했습니다. 방문객들이

BNP파리바 아마추어 오픈

BNP파리바그룹은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인 ‘프랑스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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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사무보조 지원

· 사회복지시설 거주 영아 돌보미

· 방과후 교실 청소

· 소외아동 초청 뮤지컬 관람

· 소외아동 정서지원 자선바자회
· 독거노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만들기
·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주최

· 어린이를 위한 무료 테니스 교실
· ‘그린’ 콘서트

· 한 · 불 핀테크 세미나

· 사회복지시설 이용 아동 및 어르신 대상 ‘그린리더’ 환경교육
· 사회복지시설 내 나무심기

고등학생 대상 진로 교육

금융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금융계의 인재상에 대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수혜대상을 독거노인으로까지 확대했습니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 및 진로 멘토링, 사회진출을 앞둔 대학생들을

되면서 어르신들은 우울증과 무력감을 극복하고, 아이들은 자연스

화와 지역 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테니스

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의 경제적

금’ 전달식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한 경력개발 멘토링, 진로선택을 앞둔 고등학생들을 위한 진로계획

실천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소외아동 정서지원을 위해 기
부했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환경교육 ‘그린리더’ 프로그램

아동들이 능동적으로 숲과 텃밭을 가꾸어 나감으로써 생태적 지식

원들은 옷, 장난감, 책, 신발 등 총 1,100여 점의 물품을 기부했으며

인재 육성을 위한 ‘무료 어린이 테니스 교실’과 ‘테니스 꿈나무 장학

214,868

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韓 ‒ 佛 상호교류의 해(2015 ~ 2016)’를 맞

아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외국계

행사 당일에는 33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가 현장에 참여해 나눔을

29,445

‘그린리더’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환경NGO단체 (사)생명의

스 대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BNP파리바 아마추어오픈’을 개최하여 테니스의 대중

190

2016년 3월, ‘한국 내 프랑스의 날’ 행사에서는 상경계열 진학과 금융

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나눔에 동참한 방문객들에게는 감사의 마음
을 담아 초콜릿을 증정했습니다. 바자회 진행을 위해 BNP파리바 직

· 남산공원 환경정화 활동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기업 취직을 희망하는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

래 각종 국제 대회, 아마추어 및 프로 테니스 인재 양성, 장애인 테니

· 고등학생 대상 진로교육

·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대상 ‘그린리더’ 환경교육
·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5,973

41,575

· 테니스 꿈나무를 위한 장학금 전달

(Roland-Garros)’의 공식 후원사로, ‘We are tennis’라는 슬로건 아

소외 아동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 초콜릿과 함께 전달

· 결식자 대상 무료급식 지원

292,051

멘토링 등 대상에 따른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숲국민운동과 함께 진행해 온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복지시설 거주
습득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 및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획된
다. 소외아동과 독거노인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함께 활동하게

럽게 예의범절을 익히게 됩니다. 한편, 인디밴드 ‘플라스틱’과 함께

‘그린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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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이재원

설립연도

2003년

주소

임직원수

현대라이프생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547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현대라이프생명은 고객 섬기기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문화 · 예술 · 스포츠

사회공헌활동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

제고하며, 나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학술 · 교육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시립복지관 연계 지속적 봉사활동

현대라이프생명은 서울시립보라매복지관과 연계하여 10년째 복지

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이 일상 활동에 잘 적
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봉사자와 지적 장애인이 대

중교통으로 목적지까지 함께 방문하고, 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

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자신감을 높여 좀더 편안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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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지원
· 복지시설, 의료시설, NGO, NPO 등 사회봉사 관련 단체 지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익 행사, 생명존중, 교통사고예방 등 공익캠페인 수행 및 지원
· 불우이웃,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성 행사의 개최 및 후원, 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및 행사 지원
· 학교 시설 · 연구자금, 장학금 지원 등

· 학술, 교육 사업 수행 및 관련 단체(시설) 지원

· 각종 학회 주관 학술세미나 후원 지원

· 환경보호 사업 수행 및 지원, 환경 관련 행사, 캠페인 지원 등

· 전쟁, 재난 등의 피해 등 해외 난민 지원(NGO 연계 지원 포함)
·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지원 등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금액

매칭그랜트 방식의 다양한 후원 활동

25,632
20,132
-

5,500

-

-

-

-

-

현대라이프생명은 직원이 기부하는 만큼 회사도 같은 액수를 기부

우 치료비 지원, 결식아동 돕기, 교육지원, 국내외 북한 아동 돕기, 사

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00만 원 이상이 모여 백혈병 · 소아암 환

에 지원합니다.

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직원이 원하는 곳에 기

랑의 집짓기 활동 등 직원의 요구가 크고, 참여율이 높은 기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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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벤자민 홍

설립연도

1987년

주소

임직원수

라이나생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시그나타워

한 배움과 나눔의 커뮤니티 ‘전성기캠퍼스’가 있습니다. 2016년 10

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무료 대관 제공,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전성기캠퍼스
전성기포럼

글로벌 사회공헌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전성기힐링캠프’

하 1층에 오픈한 ‘전성기캠퍼스’는 여전히 꿈과 열정이 있는 50+세

· 50+세대 지원

전성기힐링캠프

헤이데이 매거진
언론재능나눔단
(전성기뉴스)

라이나생명은 50+세대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응원하기 위한 다

월 ‘어른들의 반짝이는 낭만학교’라는 컨셉으로 라이나생명 건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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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 공익

기업 미션 아래 혁신과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50+세대를 위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880명

라이나생명은 고객의 건강, 웰빙, 안전을 돕는다는

50+ 세대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 파키스탄 여학교 운영 및 교재 지원

사회소외계층 지원

· 사회소외계층 지원

3,061,691

찾아가는치과버스
사랑잇는전화
지원사업

· 사회공헌문화확산
하트히어로

3,031,691

라이나건강한봉사단
시그나데이
CSR트립

· 북한 결핵연구소 설립 및 백신 보급

30,000

사회공헌문화 확산

라이나생명은 50+세대 외에도 사회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

라이나생명은 심정지자 발생 시 인근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에게

을 제공했습니다. 이밖에 삶의 지혜와 열정을 나누는 세대공감 토크

강 건강을 위해 무료치과진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치과버스’, 홀

션 ‘하트히어로’를 국립중앙의료원과 공동개발하고, 자동심장충격

회참여를 돕는 ‘언론재능나눔단’, 다양한 정보와 읽을거리를 전하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는 ‘사랑잇는전화’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를 진행, 연간 50회에 걸쳐 총 1,300여 명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

콘서트 ‘전성기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으며, 은퇴 언론인들의 사

‘HEYDAY 매거진’과 ‘전성기뉴스’를 통해 50+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한 여러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구

응급상황 알림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GPS 기반의 공공 애플리케이

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독거

기 보급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에 힘쓰는 등 배움으로써 나눔을 실

2016년에는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직원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격려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해마다 시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나생명 임
나데이와 CSR 트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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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서기봉

설립연도

2012년

주소

임직원수

NH농협생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1,055명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문화 · 예술 · 스포츠

NH농협생명은 생명사랑 · 이웃사랑 · 농촌사랑을 실천하며,

학술 · 교육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조력자가

환경보호

되고자 합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기금 출연

농촌순회 무료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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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순회진료

· 농촌일손돕기

· 점자책 입력봉사

· 시각장애인 방한용품 지원

· 소외계층 식료품 지원
· 무료급식 자원봉사

· 국제 여자 테니스 대회 지원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금융교육
· 향토학교 수업 지원

· 해외 기후난민 어린이 ‘희망 티셔츠’ 지원
· 사할린 동포를 위한 음력 달력 제작 지원

상생 마케팅

농 · 축산물 공급과잉 등의 가격하락에 도움

소비촉진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도농교류의 약속을 지키

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6억 원

생명이 농산물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할인

주민들과 유대를 쌓았습니다.

료진료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홍보효과를, 소비자는 저렴한 구매를, 농민

기 위해 총 53회, 489명의 임직원이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하여 농촌

의 기금을 서울대학교병원에 전달하여 약 16만 명의 농업인에게 무

· 김장 담그기

· 모두레 어린이 경제 · 금융교실

· 캄보디아 난민구호를 위한 후원금 지원

소외계층 식료품 지원

28,830

76,460

모두레 어린이 경제 · 금융교실

게임을 병행하며 경제 · 금융의 개념과 보험

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

프로그램입니다. ‘모두’는 농협의 협동조합

나눔’, ‘여름철 보양식 나눔’, ‘김장 나눔’등

년에는 복숭아, 사과 및 AI 극복을 위한 가금

250

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의 빵 만들기

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있는 1석 3조의 사회공헌활동입니다. 2016

60,550

‘모두레 어린이 경제 · 금융교실’은 미래의

적으로 취약한 소외 계층에 식료품 지원활

은 가격안정 및 소비촉진의 효과를 얻을 수

10,000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경제

을 주고자 실시하는‘상생마케팅’은 NH농협

류의 상생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1,340,380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해 온 2박3일 농촌순회 무료진료가 119회
를 맞이했습니다. 농촌순회 무료진료는 1960년대부터 시작한 농협

· 장애인시설 봉사활동

· 환경정화활동(재래시장, 지역사회, 사무실 인근, 휴양지 등)

NH농협생명은 2016년을 ‘농촌 · 농업인 지원 확대’의 원년으로 삼고

농촌일손돕기 확대, 농촌마을 - 사무소 간 결연 및 지원, 농 · 축산물

1,516,470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이론학습과

의 중요성, 상부상조 정신 등을 교육하는

정신, ‘두레’는 보험의 상부상조 정신을 뜻

합니다. 2016년도에 총 69회, 2,217여 명

의 어린이들에게 경제 · 금융교육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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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대표자

이영호

설립연도

1990년

주소

임직원수

처브라이프생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5 -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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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정 입양원 & 강남 드림빌 보육원 후원
처브라이프생명 임직원들과 아이들(3세 ~ 5세)이 1대1로 매칭되어 외부 나들이 봉사 진행

· 한사랑마을(장애인 시설)

처브그룹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처브라이프생명과 에이스손해보험 임직원 150여 명이
한 사랑 마을 청소 및 장애인 돌보기 봉사에 참여

매월 처브라이프생명 임직원들이 기부한 기부금과 연말 바자회 경매 수익금 및 회사 매칭 펀드

휴면보험금 출연금액

처브그룹 ‘지역사회 공헌의 날’

2012년 시작된 ‘지역사회 공헌의 날’은 매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

금액 총 1,000만 원 환아 지원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LOVE U THANK U 자선경매 바자회

들이 기부한 300여 가지의 물품을 전시한 후 행사장에서 원하는 물

부금 공제액, 회사의 매칭펀드(Matching Fund) 및 LOVE U THANK

을 위해 전달됐습니다.

은 2015년부터 환아 치료를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 경험을 제공하고, 처브라이프생명 임직원과 아동을 1대1로 매칭

처브라이프생명은 2016년 11월, ‘지역봉사의 날’을 맞아 에이스손

품을 입찰 경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수익금은 환아 치료 지원

하여 안전한 나들이 환경을 조성합니다. 어린이날 및 크리스마스에

해보험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광주시 한사랑마을(장애시설) 봉사

을 가졌습니다.

며, 재활 교육도구 등의 구입을 위한 기부금 2,200만 원을 공동 기부

를 다녀왔습니다. 시설 청소 및 거주 장애인 돌보기 봉사를 지원했으

했습니다.

환아 치료 지원 기부금 전달

처브라이프생명은 환아 치료 지원 기부금 1,000만 원을 초록우산어

부금 마련을 위한 자선경매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임직원

날로, 처브그룹의 지역사회 기여와 환원에 대한 신념을 반영합니다.

228,294

처브라이프생명은 연말 행사 ‘LOVE U THANK U’에서 환아 지원 기

개 국가에 있는 처브그룹 임직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는 입양원과 보육원을 방문하여 파티를 열고,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

88,662

· 환아치료비 지원(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기적인 나들이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놀이공원,
딸기 농장 등 다양한 장소로의 나들이 체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

316,956

각 기관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

지역사회 · 공익

후원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다하고자 합니다.

처브라이프생명은 매월 성가정입양원 · 강남드림빌보육원 아이들과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204명

처브라이프생명은 가정 및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 집중한

보육원 나들이 봉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린이재단에 전달했습니다. 기부금은 임직원들이 매월 참여하는 기
U 자선경매 바자회의 수익금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처브라이프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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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life

생명보험회사별
2016년 사회공헌활동

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대표자

데미언 그린

대표자

정문국

설립연도

1989년

설립연도

1987년

주소

임직원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

주소

582명

임직원수

메트라이프생명은 소외계층의 경제적 ·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ING생명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전반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있습니다.

복지 정책 및 학술분야 연구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 Walk to Help 캠페인

‘건강도 챙기고, 나눔도 즐기고’

· 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 가족 자원봉사 프로그램

‘MetLife 가족의 신나는 환경사랑’

· Walk to Help 캠페인 및 자원봉사
· 핸즈온 자원봉사

· 해비타트 집 짓기 자원봉사

· 구호지진 예방 키트 만들기 자원봉사
· 장애아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1,397,980

1,393,380

· 장애인 경제교육

· 양육시설 퇴소아동 경제교육
· 미혼모 경제교육

· 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지원
· 한국의 베이비부머 연구사업(3차)

· 관악산 및 한강습지공원 보호 및 관리 자원봉사

· 저소득층 어린이 교육 위한
‘오렌지희망바자회’

· 임직원 끝전 기부

· 아동시설 개보수 지원

·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 지원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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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길 73 (순화동, 아이엔지센터)
770명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하고

·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학술 · 교육

ING생명

4,600

-

‘오렌지희망하우스’

· 오렌지금융교육봉사

· 스포츠 꿈나무를 후원하는
오렌지장학프로그램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 지진, 홍수, 태풍,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나

3,860,845

사고로 인한 피해 지원

지역사회 · 공익

· 복지시설, 의료시설, NGO, NPO 등 사회봉사
관련 단체 지원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공익 행사, 생명존중,
교통사고예방 등 공익캠페인 수행 및 지원

368,000

· 불우이웃,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결식아동,
문화 · 예술 · 스포츠
학술 · 교육
환경보호
글로벌 사회공헌
생명보험 공동의 사회공헌

서민금융

휴면보험금 출연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 문화, 예술 관련 비영리성 행사의 개최 및 후원
· 아마추어 스포츠 구단 및 행사 지원

· 학술, 교육 사업 수행 및 관련 단체(시설) 지원
· 학교 시설 · 연구자금, 장학금 지원 등

· 각종 학회 주관 학술세미나 후원 지원

· 환경보호 사업 수행 및 지원, 환경 관련 행사, 캠페인 지원 등

· 전쟁, 재난 등의 피해 등 해외 난민 지원
(NGO 연계 지원 포함)

·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지원 등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출연

· 자체 미소금융재단 출연금, 힐링펀드 기부금 등
서민금융분야 지원금액

· 미소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20,000
781,000
-

-

2,6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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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윈회 2016 연차보고서

대표자

차태진

대표자

조희철

설립연도

1997년 4월 1일

설립연도

2010년

주소

임직원수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주소

665명

임직원수

AIA생명은 ‘Live longer, healthier, better’를 모토로

IBK연금보험은 국내 최초의 연금전문 보험사로, 국민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칩니다.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 독거노인 연탄 및 생필품 지원

· 백혈병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지원
· 해외 빈민국 아이들을 위한
희망랜턴 지원

· SOS어린이마을 기부금 전달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글로벌 사회공헌
휴면 보험금

IBK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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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특별시 중구 칠패로37 HSBC빌딩 18, 19층
147명

안정된 노후생활과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 의료 지원

꿈나누기기금

·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사랑의 연탄 나르기

· 해외 빈민국 아이들을 위한 희망랜턴

희망편지와 함께 태양광 랜턴 보내기

· 서민금융진흥원

4,446,470
71,540
27,200
3,000

4,344,730

· 사회복지시설 차량 후원

· 아동보육시설 체육행사 후원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 사회복지시설 차량 후원
· 독거노인 후원

학술 · 교육

· 아동보육시설 봄 체육행사 등

기타

· 기부전용상품 통한 후원

서민금융

· 휴면보험금 출연

326,963
110,192
2,420
1,197

170,081
4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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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이학상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 삼덕빌딩 8층

임직원수

84명

설립연도

2013년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고객과 같은 눈높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모토로 나눔을 실천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밝은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 입양아를 위한

편지 번역 및 발송 봉사

· 위탁가정 아동 후원

총 지원금액 (단위: 천 원)

지역사회 · 공익

기타

·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입양을 알선하고 소외 아동, 청소년, 비혼모, 장애인,

저소득계층, 다문화가정 및 지역사회 등에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번역봉사, 시설
청소 등의 봉사활동 진행

-

-

-

한 걸음, 한 걸음

손잡고 함께 나아갑니다.
더 밝은 내일

더 행복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존중 생명사랑의 가치와

상호부조 인간에 대한 존중을

사랑, 희망, 나눔의 실천을 통해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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